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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물안개에
질식이라도 했는지
한낮의 미루나무
눈도 뜨지 못한다
기차는 오지를 않고
철컥철컥 오지를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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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의자에 삐죽 나온
못 같은 나를 돌아보다
안개 속에 감추어 둔
나의 아침을 생각하다
한림정 작은 驛舍에 기대
널 꿈꾸려 잠든다
- 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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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청렴실천이 중요

“세계 초일류 경영컨설팅 구현”

청렴행동강령실천의지다져

‘코레일, 2012 감사 비전
및전략선포식’개최

⊙

코레일은 1월 2일 오전 9시

⊙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임직원 행
동강령 시행 2주년을 맞이
해 청렴행동강령 실천의지
를 새롭게 다졌다. 임직원
행동강령의 근본취지는 규
정에 의한 강제보다는 청렴

코레일 감사실은 1월 21일 정부대전

의 자발적인 실천을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만드는데 있으며, 이익을

청사에서 경영진과 감사실 전직원이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과 절차를 깨끗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

참석한 가운데 감사인의 변화와 혁

지를 모았다.

신의지를 모은‘코레일 2012 감사 비

특히, 코레일의 모든 성과와 비전은 공사가 투명하고 청렴하다는 평가와 어우러

전 및 전략’
을 선포했다.‘감사인 윤

질 때라야 빛을 발할 수 있는 점을 명심하기로 했다.

리헌장과 행동강령 준수’선서를 시
작으로‘코레일 혁신신도·가치창
조·신뢰향상의 메카’
란 새 비전과

코레일‘UIC 아시아사무국’개소

‘글로벌 탑 클라스(Global top class)

각종 국제행사 준비 맡아

경영컨설팅 구현’
이란 새로운 중장
기 전략목표가 발표됐다.

⊙

코레일은 1월 18일 정부대

이 전략목표는 2012년까지 글로벌

전청사에 국제철도연맹 아

수준의 경영컨설턴트를 육성해 경영

시아 사무국(UIC Korail

컨설팅 사업에 진출한다는 것으로

office for UIC Asia

요약되며, 코레일은 목표 달성을 위

Chairman)을 설치해 본격

한 구체적 방법으로

감사인의 전

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문성과 독립성의 강화

기업지배구

UIC 아시아 사무국은 지난

조의 건전화

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예방감사

열린 UIC 총회에서 한국에 설치키로 최종 결정됐으며, UIC 아시아 사무국장은

컨설팅 중심의 성과,

클린 코레일 구현 등 4대

중장기 성장방향을 제시했다.

코레일 기획조정본부 국제철도팀장이 겸임한다.
UIC 아시아 사무국은 18개국 33개 회원기관으로 구성된 지역총회와 경영위원
회의 의제발굴·회의준비·아시아지역의 프로젝트 발굴과 추진 등 일상적인 관
리업무를 비롯해 올해 5월에 코레일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될 각종 국제행사
의 준비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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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차량기술백서발간

수도권전철용산역등10개역스크린도어설치추진

⊙

⊙

코레일은 고속철도 개통 후 3년간

코레일과 철도지킴이(주)는 1

축적된 KTX 차량 운영의 기술과 경

월 30일 철도빌딩에서 용산역

험 자료를 바탕으로‘고속차량 기술

등 10개 전철역 22개소에 대

백서’
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백

한 스크린도어 제작·설치 및

서는 KTX 차량 도입이후 시운전과

운영사업 위해 업무협약식을

정과 개통 후 3년간의 주요 업무자

가졌다. 코레일은 스크린도어

료를 정리한 것으로 고속철도 차량

사업 시행자인 (주)철도지킴이

분야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와 3개월간의 실시설계를 거

업무추진과 현안해결에 도움이 되도

쳐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해 내년 5월에 정상 가동할 예정이다.

록 했다.

이번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전철역은 승강장의 혼잡도, 사고발생 빈도율, 지

정준근 코레일 차량기술단장은“이

하역의 먼지농도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1차 사업 추진 대상역으로 선정됐다. 이

제 KTX는 육상대중교통수단으로서

번 사업으로 승강장 혼잡에 의한 추락 등의 사고를 방지하고, 전철역내 공기 질

최고 으뜸교통수단이 됐다”
며,“이번

과 냉·난방 효율 향상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백서를 기반으로 KTX 차량의 안정
화와 2009년부터 호남선에 투입될
KTX-Ⅱ의 운영준비에도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코레일‘레일로이어지는사랑나눔행사’
⊙

코레일은 2월 5일 국제구호기
구 굿네이버스와 공동으로 설
명절 기간 중 가족 간의 사랑
은 물론 이웃과 나눔의 기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레일로
이어지는 사랑 나눔 행사’
를
서울·대전역 및 17개역 맞이
방에서 동시에 개최했다. 각 역을 찾은 귀성객들에게 가족 간 새해 덕담을 적어
전달할 수 있도록‘덕담 편지지’총 2만부와 가족간 호칭과 촌수, 차례상 차리
기, 한복입기 등 우리 전통예절을 알 수 있는 책자 1만부도 배부했다. 특히 이날
오후 4시, 서울역에서는 코레일 박광석 사장대행, 굿네이버스 정금선 부회장 등
이 참석해 전 세계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전달 및 모금활동, 축하공연이
열렸으며, 행사장을 찾는 고객들에게는 고급커피가 무료로 제공됐다.
한편, 코레일은 매년 명절 전국 주요 철도역에서 귀성객에 다과와 음료를 제공
하는 등 지역별로 다양한 설 고객 사은 행사를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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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열차카페’장항선운행
⊙

코레일은 미니콘서트룸, 테라피룸, 인터넷 PC방 등 열차 내
에서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한‘달리는 열차카페’
(객차 1량,
4호차)를 2월 4일부터 장항선(용산~장항~군산~익산 구간)
모든 일반열차에 투입했다.
‘달리는 열차카페’
는 간단한 식·음료를 즐기는 스낵 공간과
섹션별 문화체험 공간으로 나뉜다. 가장 이색적인 곳은 노래
방 시설이 갖춰진 미니 콘서트룸(2곳)과 여행객의 피로를 덜
어줄 테라피룸(1곳)이다. 또, 비즈니스맨들을 위해 인터넷 이
용 가능한 PC 공간(4곳)과 휴대폰 배터리 충전소, 그리고 신
문·잡지 구독 공간 등이 있다. 특히, 어린이 고객들을 위해 게임전용기(2곳)도 설치돼 있다.
코레일은 새롭게 선보이는 열차카페를 2월 4일부터 장항선(용산~장항~익산~서대전)의 모든 새마을호·무궁화호 열차(새
마을 16회, 무궁화 18회)의 4호차에 우선 연결해 운행하고, 이용객의 의견을 추가 반영해, 올해 10월부터 경부·호남선 등
전 노선(일반열차에 한정)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07 코레일수익王선정·포상
⊙

코레일은 2007년 한해 최고의 수익을 창출한 수익왕 3명과
우수직원 7명을 선정, 지난 2007년 12월 31일 시상했다.‘코
레일 수익왕’
은 부산지사 김용옥, 경남지사 이용제, 경북남부
지사 박삼희가 선발됐으며, 우수상에는 전남지사 정송식, 강
원지사 정재현, 장려상은 서울지사 강정철 외 4명이 선정됐
다. 이들에게는 사장 표창과 함께 총 4천만원의 포상금이 지
급됐다.
올해로 2회를 맞는‘코레일 수익왕’선발제도는 철도 경영정
상화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 지난 1년간의 수익창출과 공헌
도를 현장실사 등으로 엄정하게 심사하여 선발한다.
코레일 관계자는“공기업 처음으로 시도된 이 제도가 성과중심의 기업문화 창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도
보다 일할 맛 나는 직장문화 정립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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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최고철도차량인’
수도권철도차량관리단성진영씨선정
⊙

코레일은 2007년도 철도차량정비의 주인공인‘올해의 최고

⊙

철도차량인’
에 성진영 수도권철도차량관리단 선임차량관
리장을 선정했다.
성진영 선임차량관리장은 1987년 서울지사 서울객화차사
무소 차량관리원으로 철도생활을 시작하여, 지난 2003년 11
월부터 수도권철도차량관리단에서 KTX 차량 윤축조립체
의 경수선과 중수선정비를 담당하면서 KTX 차량 윤축조립체 정비기술 개발 등 지속
전남지사는 고려 500년 도읍지인 개

적인 차량정비업무의 개선노력을 통해 원가절감에도 크게 기여했다. 특히, 그는 철도

성을 열차를 이용해 다녀올 수 있는

차량분야의 맥가이버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실무능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공기구 개

개성관광열차를 3월 11일 밤 22:20

발·전기용접기능장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해 공인 받은 차량인이다.

분경 순천역에서 출발하여 구례구~
곡성~남원역을 거쳐 임진강역까지
무박 2일 코스로 운행할 예정이다.
개성관광은 육로를 통해 개성의 역
사문화유적지를 관광함으로써 남북
주민간의 거리감을 좁히고 실질적인
화해·협력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북한 주민의 삶을 직접 눈으
로 볼 수 있어 생생한 역사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여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56년 만에 열리는 개성
여행은 송도삼절의 하나인 박연폭
포, 고려 초기에 창건된 1,000년 고
찰 관음사, 정몽주의 숭앙서원과 선
죽교, 고려박물관 등을 관람하고 점
심은 개성전통의 11첩 반상기로 북한
음식도 맛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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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철마의꿈실현남북화물열차개통
⊙

남측 문산과 북측 봉동지역을 오가며 개성공단 화물을 실어 나르는 경의선 열차가
2007년 12월 11일 운행을 시작했다. 한국전쟁으로 1951년 6월 12일 서울-개성 간 운
행이 중단된 이후 56년여 만에 경의선 열차가 남북을 가로질러 상시 운행되는 것으
로, 지난 5월 시험 운행을 실시한 지 7개월 만이다. 반세기 이상 끊어져 있던 남북 간
철길이 이날 이어져 화물열차가 개통됨으로써 앞으로 철도를 이용한 남북경협 시대
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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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변화로창조적인가치를만드는한해
“2008년시무식”
⊙

철도시설공단은 1월 2일 본사 강당에서
‘2008년 시무식’
을 개최했다. 이성권

2007년 KR 10 대뉴스 -

1

2007년도한국의
경영대상3개부문
대상휩쓸어
⊙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올 무자년 한해
도 직원 모두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어
느 해보다 더 값지고 알찬 성과와 열매
가 가득하리라 믿으며, 도전과 변화로
창조적인 가치를 만들어가는 강한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
고당
부했다.

철도공단 창립 4주년 기념식
⊙

철도시설공단은 1월 4일 본사 강당에
서‘공단 창립 4주년 기념식’
을 개최했
다. 이성권 이사장은“창립 4주년을 맞

2007년 10월 15일 한국능률협회컨설

이하여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끊

팅에서 주관한「2007년 한국의 경영

임없는 도전과 변화로 창조적 가치를

대상」
에서‘경영품질종합대상, 사회

창출하고, 고객과의 상생의 조직문화

가치혁신대상(고객만족부문), 지속경

를 구축하여 공단의 지속가능전의 틀을 확고히 하자”
고 당부했다.

영대상(윤리경영부문)’등 3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탁월한 경영품질과

이사장 지역본부 초도 순시
⊙

기업경영의 투명성, 고객만족경영의
우수성을 입증 받았으며, 지난 7월에
는“상생경영(Win-Win)과 훌륭한 일

이성권 이사장은 1월 8일부터 11일까
지 5개 지역본부 충청, 호남, 영남, 강
원, 수도권을 순시하며 각 본부별 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어서“작년 한
해 노고를 치하하고, 금년 한해 강한

터(Great Work Place)”
를 기반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열린 경영혁
신’
을 선포하고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등 강도 높은 제2의 혁신을 추진해 오
고 있다.

철도공단을 만들어 국가와 국민으로부
터 맡겨진 일을 확실히 해 낸다는 인식을 심어 주도록 노력하자”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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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일터,Trust, Pride, Fun 운동으로
신바람나는직장

2007년 11월 8일 분당선 성수와 청

⊙

담을 한강 밑으로 연결하는 하저터

2007년 10월 25일 공기업 최초로

널의 관통기념 행사를 가졌다. 2010

노·사 공동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년 개통예정인 분당선 선릉~왕십리

테마로 상사와 구성원들 상호간에

6.9km 구간 사업에 포함된 하저터

신뢰(Trust)하고, 업무에 대한 자부

널은 한강 수면 50m 아래의 암반층

심(Pride)을, 동료 간 재미(Fun)를 느

을 최첨단의 쉴드 공법을 적용한 길

낄 수 있는“훌륭한 일터”만들기 운

이 846m의 터널이다.

동 추진 조인식을 가졌다. 열린경영

완벽한 시공을 위해 철도터널로는

혁신보고회에서 공단의 새로운 조직

국내 최초로 최첨단 기계화 터널공

문화로‘훌륭한 일터 만들기 운동’

법인 실드TBM(Shield Tunnel

전개를 선포한 후, 운동의 필요성과

Boring Machine)을 도입하여 직경

실천방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 및

8m, 길이 10m, 무게 650톤의 초대

VOC(고객의 소리) 수집을 통해 실천

형 실드기계를 사용했다. 이번 터널

과제를 도출하고, 직원내부 공모를

관통으로 장차 육지와 섬을 연결하

통해 WOW KR(Wonderful Our Workplace KR) “함께하는 일터, 가족 같은

는 해저터널의 기술적 기반을 마련

우리”
라는 자체 브랜드와 슬로건을 선정했다.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11월 24일에는“WOW KR”동감 선언식을 개최하여 노·사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WOW KR 만들기라는 공감대 형성과 조직문화 개선의 계기로 승화시
키고 있다.

2007년 KR 10 대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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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자산DB구축
⊙

2006년 초부터 시작한 철도재산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2007년
5월 완료했다. 그동안 부분적인 실태조사는 있었지만, 전국 대상 철도재산 조사
작업은 철도 10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사업으
로 실물정보 위주의 국유재산의 체계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관리재산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한 철도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수익향상 및 관리비용 절감
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활용가능 토지에 대한 매각 등을 추진할 경우 연간
425억여원의 국고재정수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09

KOREAN RAIL TECHNOLOGY│08.01+ 02

KR
2007년 KR 10 대뉴스 -

NEWS
한국철도시설공단

http:// www.krnetwork.or.kr

5

2007년 KR 10 대뉴스 -

제2대이성권이사장취임,
일류철도전문기관으로서의비전제시
⊙

2007년 1월 2일“새로운 미래가치를

7

「KR뉴비전2010」
선포,
제2의성장과도약을향한
힘찬발걸음
⊙

창출하는 철도건설과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으로서의 책무에 만전을 기울여
야 한다”
는 비전을 제시하며 제2대 한
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이성권 前
건교부 물류혁신본부장이 취임했다.
이성권 이사장은 1979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건교부 주택정책과장, 항공안전
본부장, 수송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07년 3월 2일 본사 강당에서 21세
기 풍요로운 철도교통시대 실현을
다짐하는「KR뉴비전 2010」
선포식

2007년 KR 10 대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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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상열차사업단발족,
세계두번째도시형자기부상열차상용화추진
⊙

을 개최했다.‘글로벌 철도엔지니어
링 ＆ PM 전문 공기업’
이라는 새로
운 비전으로, 공단의 핵심역량인 철
도기술력과 사업관리 역량을 토대로

2007년 2월 9일 자기부상열차

2010년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사업단을 발족했다. 2012년까

철도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지 6년간 약 4500억원이 투자

하고 있다.

되는 대형국책연구개발 사업의

이성권 이사장은“급변하는 철도사

하나인‘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

업 환경에서 제2의 성장과 도약을 위

업’
의 시범노선건설 핵심주관기

해서 수동적이고 안일한 조직문화를

관으로 선정됐기 때문. 한편 시

과감히 버릴 것과 핵심역량을 강화

범노선구축을 위해 공모한 결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New

인천, 대전, 대구, 광주시 4개 지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국내 철도시

자체가 경합하여 최종 인천시

장은 물론 세계의 철도시장을 선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선정돼 8

할 수 있도록 Total Solution

월 9일 인천시와 협약식을 체결

Provider 역량 육성에 전력을 다하

했다.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은

자”
고 역설했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교통센터)~용유역을 잇는 본선 6.1km에 6개 역사와 차량
기지로서 2012년 12월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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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마스터플랜
수립및추진

남북열차시험운행실시
정기화물열차운행으로한반도종단철도연결!

⊙

⊙

2007년 9월‘철도엔지니어링 역량을
활용’
한 공기업 최고 수준의 사회공헌
기업 달성을 목표로 사회공헌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7
년도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미
지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기로서 공공
부분 및 소외계층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2007년 5월 17일 분단 이후 56년 만에 남북철도의 시험운행이 경의선 및 동해

실천 과제 선정과 사회공헌활동의 제도

선에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며 성공적인 행사를 열었다. 지난 12월 10일에

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는 경의선 남북물류수송 전진 기지인 도라산 물류센터의 준공했고 , 12월 11일
문산에서 봉동역까지 화물열차 정기운행을 시작하는 개통식을 가졌다.

2007년 주요 활동으로
1월 2007년 나눔 보따리 행사

10

4월 아름다운 가게 협약식과 판매행사를

2007년 KR 10 대뉴스 -

실시

지속적인열린혁신의제2막을열어

5월‘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유재 산

⊙

사용 협약’체결을 통한 교각하부 철도부

2007년 6월 20일 발표된 정부경영평

지에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가 결과 공단이 건설·시설관리군 3년

6월 대전환경운동연합과‘아름다운 놀이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정부경영평가는

터 가꾸기’활동, 사랑의 집짓기 행사, 연

종합경영 효율성, 주요사업 추진성과,

탄보일러 교체 활동

경영관리 효율성 등 경영전반을 평가

11월‘방과후 교실지원’협약체결을 통

하는 것이다. 또한 10월 11일에는

한 방과후보육교실 운영 등 다양한 공헌

2006년도 혁신평가 정부포상 및 BP(Best Practice)경진대회에서‘혁신평가부

활동을 전개했다.

문’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철도공단은 정부경영평가 3년 연속 1위 달성에 이어 혁신분야에서도 최고단계
(혁신6단계)에 진입, 혁신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혁신 최우수기관으로 인
정받음으로써, 공공기관 혁신실행의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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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무자년은‘희망’
의해로

차세대신기술연구동
기공식개최

⊙

무자년 새해의 업무시작을 알리는

⊙

철도연 시무식이 1월 2일 오명홀에

철도연은 지난 12월 27일 차세대신

서 열렸다. 시무식은‘새해 복 많이

기술연구동 기공식을 개최했다. 공

받으세요’
라는 인사로 시작했다. 전

공기술연구회 이사장, 이형구 의왕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채남희 원장

시장 등이 참석했다. 차세대신기술

은 2007년의 모토였던‘일취월장’
의

연구동은‘철도안전성능연구시설건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2008년은‘희망’
의 해로 보내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설’
의 3단계 연구시설로서 이 시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내·외적으로 예측되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연구

의 준공과 함께 명실공히 세계 일류

원과 각자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철도 신기술 창출과 실용화를 위해 연

의 철도전문 연구기관으로의 인프라

구능력을 배가시킬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생활 속에서 사랑받는 철도기술

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철

개발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함께 다짐했다.

도연은 지난 1997년부터‘철도안전
성능연구시설 건설사업’
을 추진, 선

한국형경량전철궤도시스템NET 신기술인증
⊙

진철도기술의 수용 및 차세대 철도
기술개발, 한국형 고속열차의 성능
시험을 위한 연구시설을 구축해 오

철도연과 삼표E&C가

고 있다.

공동으로 개발한‘고
무차륜 측방안내방식
경전철의 궤도시스템
중 분기기, 안내레일,
레일신축장치 기술’
이
과학기술부가 주관하
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시행하는 NET 신기술 인증을 받았다. 한국형경량
전철의 궤도부분 기술로 열차의 방향을 전환해 주는 장치인 분기기와 차량의 주
행 안전을 보장하고 궤도 연속성을 유지하는 안내레일 장치, 외부 기온에 의해
발생하는 축력을 제거하여 안내레일이나 선로구조물을 보호하는 신축이음매 장
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10년간 2000억 원 이상의 수입 대체효과와 더불
어 2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해외시장에도 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이 기술은 지난 2003년 경북 경산에 시험선을 부설하여 2
도-11도 분기기 3틀, 경사식 신축이음장치 4틀을 현장 적용하여 작업성, 주행
성, 안전성, 내구성, 응급상황 신호 안전성 등 궤도시스템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안전성 검증을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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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아이랑’
, 경기도시승행사
⊙

⊙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아이랑’
의

철도연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단이

설명회 및 시승행사가 지난 12월 21일,

수행했던 한국형 고속열차 개발 국

경기도청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 의

책사업이 11년 만에 완료돼 세계 4번

원들을 비롯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

째 고속열차 개발 국가에 이름을 올

원과 운송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저

리게 됐다. 이 열차는 오는 2009년

상버스에 대한 소개와 함께 직접 시승

호남선에서 본격적으로 운행될 예정

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교통 약자의 입장에서 저상버스를 시승한 한국지체장

이다.

애인협회 회원은‘아이랑’
의 도입을 적극 추천하며 장애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

1996년 시작한 한국형고속열차기술

는데큰몫을할것으로기대한다고전했다.

개발사업은 경부고속철도에 투입된
KTX 이전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속도
350km/h급 고속열차 기술을 독자
개발하기 위한 것. 2002년 시험운전
을 시작해 2004년 12월 국내 최고기
록인 시속 352.4km를 돌파했으며,
총 20만km를 시험 주행하는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기
술의 안정화, 고도화를 달성한 것으
로 평가받고 있다.
시속 300km급 이상 고속차량의 설
계 및 제작기술과 성능평가기술 개
발, 대용량 전력제어용 반도체
(IGCT) 소자방식의 2.5MW급 추진
제어장치를 세계 최초로 제작했다.
철도연은 이러한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03년 대한민국 10대 신
기술, 2006년 대한민국 기술대전 금
상, 2007년 제1차 국가핵심기술로
선정되기도 했다.

미래의과학꿈나무를양성하는금요일의과학터치
⊙

철도연은 과학기술의 새로움을
전하는‘금요일의 과학터치’강
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28일과 2008년 1월 4, 11일
각각 금요일 저녁 7시~9시까지
대전역에서 열렸다. 12월 28일에
는‘쇼트트랙 선수처럼 달리는
기차’
라는 주제로 서승일 박사가
틸팅 열차에 대해, 1월 4일에는
김기환 박사가‘부산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아빠’
라는 주제로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에 대해, 1
월 11일에는 유원희 박사가‘조용
한 지하철, 가능할까?’
라는 주제
로 차세대 전동차에 대한 강의를 가졌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 과학기술에 대한 창의적이고 독특한 시각을
접할 수 있었으며,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의 철도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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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공유형대형유압장비활용을위한
Organizing System 세미나

제34회철도포럼
⊙

⊙

궤도토목 전용 대형 유압시험장
비의 공동 활용 관련 전문가 초
청 세미나가 1월 18일 철도연에
서 개최됐다. 포항산업과학연구
원 박규식 박사가 현재 미국에서
NSF의 주도하에 진행 중인

1월 25일~26일 2008년 들어 처음

NEES 프로젝트를 통해 도출되고 있는 핵심성과 중 하나인 UI-SimCor(공간적

맞는 철도포럼이 현대로템(주) 창원

으로 분산되어 있는 개별 시험장비 및 해석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

공장에서 개최됐다. 주제 발표는 음

는 단일 제어 Coordinating System)의 개발현황 및 실질적인 적용성과에 대해

성직 서울도시철도공사장이‘철도

발표했으며, 궤도 토목 시험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토론이 이뤄졌다.

100년 관행 VS 21C 창조의 틀’
을주
제로 진행했으며, 여러 가지 방법의

국가물류표준종합시스템개발워크숍
⊙

철도연 철도정책물류연구본부는 1
월 17~18일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일관수송 중심의 물류표준체계
구축’
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
최했다. 철도연에서 수행 중인‘국
가물류 표준 종합시스템 개발’연
구단 과제의 1세부과제 착수보고

긍정적 변화에 대한 노하우를 함께
공개했다.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진행되는 철도차량 제작과정을 견학
했다. 한편 2008년 철도포럼의 캐치
프레이즈는‘Railtech, 사람과 자연
을 이어주는 두 줄의 과학’
으로 정해
졌다. 철도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국
민의 생활 속에서 함께 이끌어 내자
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

를 위한 것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기관의 연구진들이 참석해 각 기관
별 연구수행 내용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향후 국가물류 표준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통계로보는한국철도2007 ’발간
⊙

철도연은‘통계로 보는 한국철도 2007’
을 발간했다. 수송, 도시철도, 경영현황 등 9개 분야의 철
도통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토 및 인구, 국민소득, 운송업 등의 국내 일반통계자료도 함께 실었
다. 철도통계 편에서는 1985년부터 2006년까지 철도, 지하철의 인적 및 물적 수송비율,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인원수 및 영업실적, 철도할인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부록 부분에 요즘 각
지자체 별로 건설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별 추진현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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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술정보관개관
⊙

⊙

철도안전성능 연구시설 준공과 더

최적설계 기법 관련 해외전문가 초청

불어 지난 12월 7일 철도연 채남

세미나가 1월 21일 철도연에서 열렸다.

희 원장을 비롯한 철도연 여러 직

미국 Johns Hopkins 대학의 Takeru

원이 함께 한 가운데 철도기술정

Igusa 교수를 초청하여‘Structural

보관 개관 행사를 가졌다. 1994년

analysis and optimal design using

4월 단행본 3천여권과 저널 10여

inductive identification trees’라는

종으로 시작한 자료실은 현재 단

주제로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본 2만여권, 인쇄물저널 200여종을 소장하고 있으며, Science Direct 등 10종류

Takeru Igusa 교수는 구조해석 및 최

의 web DB를 구독하는 등 많은 성장을 했다. 한편 철도기술정보관에서는 소장하고

적설계 분야의 전문가로 현재‘분산형

있는 자료와 자체 발간 연구 성과물을 DB화해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고속열차 시스템엔지니어링 기술개

(http://library.krri.re.kr)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발’과제의 위탁과제인‘구조신뢰성을
갖는 알루미늄 차체의 시험기준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identification
tree의 개념과 이것을 이용한 최적설

신소재틸팅열차시스템연구단현판식
⊙

계 사례를 소개한 것으로 최적설계에

철도연 신소재틸팅열차 시스템연

서 고려 대상 변수가 많을 때, 일반적

구단에서는 지난 12월 7일, 연구

인 디자인 변수 대신 전문가의 경험을

단 현판식을 가졌다. 채남희 원장

기반으로 하는 대상 구조의 특징을 변

을 비롯한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수로 삼아 최적화를 위한 해석을 수행

김성종 팀장, 철도공사 김현식 부

하는 것이다. 유전자 알고리즘 등의 최

장 및 철도공단 윤한훈 부장, 틸

적화 방법과의 장단점을 비교했고 고

팅열차 개발 관련자들이 함께 했

속열차 시스템 설계에서의 활용 방안

다. 한성호 신소재틸팅열차 시스템연구단장의 사업보고에 이어 제막식과 틸팅

을 토의했다.

열차 원격모니터링 시연이 있었다. 신소재틸팅열차 시스템연구단은 개발된 틸
팅열차의 시스템 안정화 및 신뢰성 구축과 함께 실용화 및 제반 기술연구를 위
해 구성됐다.
한편, 지난 12월 18일에는 틸팅열차와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실시간 연계, GPS
연동 프로그램 시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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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이형준. 여행작가

철 의 .
실 크 로 드 . .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여행

G l a c i e r S p e c i a l E x p re s s Tr a i n

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다. 추억이란 향수로 가득한 낭만적인 공간이다. 비행기만큼 빠르지도 않고, 자가용처럼 원하는 곳까지 갈수도
없다. 그저 아름다운 자연과 대지 위를 달리다 터널을 만나면 기적을 울려대거나 풍광을 보다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이다. 사람들은
이런 기차를 떠올리며 어디론가 훌쩍 떠나길 시도하고, 때론 추억에 잠기기도 한다. 지구촌에는 부호만이 즐길 수 있는 초화열차부터 가난한 촌
부와 아낙들이 이용하는 산간기차까지 참으로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눈꽃으로 만발한 스위스 알프스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빙하특급(Glacier
Expess)만큼 로망을 만끽할 수 있는 기차를 찾기란 결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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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hours
40minutes
290km

7시간 40분, 290km의 초대형 감동 여행

장르의 이벤트가 개최되는 시기 역시 오직 겨울뿐이다. 매

세계 최고급 휴양지인 스위스의 생 모리츠(St. Moritz)를

일 흥미로운 이벤트 행사가 펼쳐지는 생 모리츠 외에 놓쳐

출발하여 트룬, 레알프, 안데르마트, 피슈, 브리크를 거쳐

선 안 될 곳으로는 주변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피츠 나이

마테호른이 자리한 스위스 체르마트까지 이어지는 빙하특

르 전망대다. 해발 3,030m에 자리한 이 전망대에서 바라

급은 총 7시간 40분 동안 290km를 달린다. KTX와 TGV

본 엥가딘 풍광은 왜 많은 부호들이 왜 이곳을 선호하는지

같은 초고속 열차로 1~2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구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꼬박 반나절에 걸쳐 이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빙하특급에

생 모리츠에는 아름다운 풍광과 더불어 매혹적인 문화공간

서 보내는 시간은 편안하고 정겹다.

도 즐비하다. 특히 문학이나 미술에 관심이 있는 방문객이

차창 너머로 전개되는 환상적인 풍광을 감상하는 것이 따

라면 엥가딘 계곡 안쪽에 자리한 말로야와 실스마리아 마

분해지면 가방 속에 잠자고 있던 책을 꺼내보거나 진한 향

을은 놓칠 수 없는 장소다. 말로야에는 평생 생 모리츠와

기와 혓속을 감아내는 감미로운 카프치노 한잔을 마시며

엥가딘 지역의 풍경만을 고집스럽게 화폭에 담았던 조반니

기분전환 하는 것도 가능하다. 혹 허기가 지면 레스토랑 칸

세간티나의 화실이 있으며, 실스마리아에는 니체 기념관이

으로 이동해 극진한 서비스를 받으며 맛깔스러운 점심도

있다. 이 기념관에서 니체는 8년이나 생활하면서 명작 <짜

즐길 수 있는 빙하특급은 환상이란 단어를 사용하기에 부

라투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집필했는데 그의 문학을

족함이 없다.

사랑하는 방문객들이 줄지어 찾고 있다.

빙하특급이 머무는 명소 중 돋보이는 곳으로는 엥가딘 계
곡에 자리한 생 모리츠를 꼽을 수 있다. 빙하특급과 베르니

사메단, 필리주어, 브리크까지…. 겨울 여행의 결정체

나 특급이 출발하는 생 모리츠는 풍부한 일조량으로 인하

생 모리츠를 출발한 빙하특급의 커다란 창문을 통해 바라

여 일찍이 유럽 부호들이 선호하는 휴양지로 알려진 터다.

본 풍경은 환상적이란 표현을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어느 때 방문해도 멋진 추억을 담아갈 수 있으나 두 차례나

앙상한 나뭇가지에 얼어붙은 수빙, 안개 속에 살포시 숨어

동계 올림픽을 개최했던 생 모리츠를 만끽하려면 겨울만큼

머리만 내밀고 있는 교회의 첨탑과 앙증맞은 주택, 그리고

매혹적인 계절도 드물다. 더욱이 하루가 멀다 하고 개최되

위풍당당한 모습을 자랑이라도 하듯 우뚝 솟아 있는 알프

는 이색 스포츠와 국제적인 필하모니, 마술공연 등 다양한

스 봉우리에 이르기까지…. 이 중에서도 그 환상적인 풍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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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cier Special

Express Train

GLACIER SPECIAL EXPRESS TRAIN
으로 인해 보는 이들의 눈을 압도하는 구간은 생 모리츠의

이곳에 세워진 사연은 간단하다. 엄청난 적설량으로부터 집

앙증맞은 벽화로 장식된 주택이 늘어선 사메단(Samedan)

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체르마트는 빙하특급이 휴식

을 경유하여 필리주어(Filsur)까지다. 지그재그로 연결된

을 취하는 종착지보다 산으로 더 유명한 고장이다. 체르마

선로와 높이 50~100m에 달하는 낭떠러지를 이어놓은 철

트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구촌 산악인을 사로잡는 걸출한

교와 터널, 그리고 가파른 코너로 이어지는 이 코스는

명산 마터호른이 있기 때문이다.‘초원의 뿔’
이란 의미를

30km에 불과한 거리를 1시간이 넘게 달려야 통과할 수 있

간직한 마터호른은 높이로는 알프스 봉우리 중 5~6위권에

다. 그러나 험한 코스만큼이나 볼거리도 많다.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알프스 봉우리 중 인간의 발길을 가

주요 중간 거점지인 쿠어(Chur)에서 안데르마트

장 늦게까지 거부했던 산으로 산악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Andermatt)를 걸쳐 브리크(Brig)로 이어지는 중간 경유지

오르고 싶어 하는 명산이다.

는 빙하특급이 얼마나 다양한 풍광과 흥미로운 마을들을 이

마터호른을 관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대표

어주는지 잘 보여준다. 빙하특급이 지나는 수십 곳에 달하

적인 코스는 등산열차를 타고 고르너그라트에 올라 감상하

는 작은 마을 중 알프스의 산록을 감상하기에 최적인 장소

는 것이다. 골짜기와 능선을 따라 오르는 등산열차에서 바

로는 안데르마트를 꼽을 수 있다. 여름이면 야생화를 감상

라보는 마터호른과 발리스의 산들은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르

할 수 있고, 겨울에는 눈으로 덮인 알프스를 감상할 수 있는

게 다가온다. 어떤 곳에서는 웅장하게 보이고 모퉁이를 돌

곳으로 열차에서 내려 하루나 이틀쯤 휴식을 취하거나 체력

아서면 아예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여 등산을 즐기기에 그만이다.

보다는 베일 속에 가려 있을 때가 더 궁금하고 흥미를 자극
하듯 여명 속에 모습을 숨기고 있는 마테호른의 영험하고

베일 속 마터호른을 기차로 만나다

신비로운 자태는 보면 볼수록 호기심을 자극한다.

수많은 알프스 봉우리 중 최후까지 인간의 발길을 거부했던

두 개의 선로를 따라 적당한 속도로 움직이는 기차로 즐기

마터호른(Matterhorn)의 관문 체르마트(Zermatt)는 7시간

는 여행은 크루즈 여행만큼 편안하지도 항공기 여행만큼 짧

40분 동안 알프스를 넘어온 빙하특급이 휴식을 취하는 안

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볼 수도 없다. 그런가하면 자동차 여행

식처다. 마을에 접어들면 독특하게 생긴 주택이 시선을 잡

처럼 좁은 골목길이나 정글 속으로 접근하는 것도 불가능하

는다. 집이 땅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나지막한 기둥

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행하면 기차를 떠올리고, 기차

을 기초로 그 위에 평평한 돌을 올려놓고, 다시 기둥을 세워

하면 여행을 생각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말이나 글로 표

완성한 건물로 지구상에서 오직 체르마트에서만 볼 수 있

현할 수 없는 오직 가슴 속에 담아 놓을 그 무엇인가를 느끼

다. 발리스의 전통가옥으로‘샬레’
라 불리는 독특한 주택이

게 해 주기 때문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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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h o u r s
40minutes
2 9 0 k m

기 술 . 대 .
기 술 . .

한
국
형

틸팅
열차

Tilting

Train Express

vs.

판돌
리노 Class390
영
국

기울어진 선로를 주행할 때 안쪽으로 기울어지도록 설계하여 운행
속도와 승차감을 높인 차세대 운송수단 틸팅열차(Tilting Train
Express).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한국형 틸팅열차가 2월 21
일 최고속도 180km/h 시험 주행에 성공했다. 틸팅열차의 상용
화를 앞두고, 틸팅열차의 본거지 영국의‘판돌리노 Class390’
과
그 기술력을 비교해 보았다.

글 김정석│철도연 신소재틸팅열차시스템연구단 선임연구원
(jskim@krri.re.kr)

Pandolino Class390

틸팅열차가 뭐에요?

틸팅열차는 대체로 산악지형이 많은 나라에서 발달한 기술
이다. 틸팅열차란‘틸팅(Tilting)’
이라는 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열차가 곡선 구간을 주행할 때, 차량을 곡선 안쪽으
로 기울어지게 해서 달릴 때 생기는 원심력을 감속시킨 열

vs.

차이다. 마치 쇼트트랙 선수가 트랙을 돌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 몸을 안쪽으로 기울이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러한 기

법을 통해 곡선 구간의 주행 속도를 증가시켜 전체 운행속
도를 단축할 수 있고, 승차감도 좋아지게 된다.

틸팅열차를 처음으로 개발해 영업운행을 시도한 나라는 영

국이다. 철도의 종주국으로서 수세기에 걸쳐 잘 구성된 철
도를 보유한 영국은 그동안 새로운 고속선로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선을 활용한 고속화를 추진해왔다. 영국의

영국에 판돌리노가 있다면

틸팅열차는 1978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1981년 12월부터 영

한국에는 ‘한국형 틸팅열차’가 있다!

업운전을 시작했고, 현재 최고속도 200km/h급‘판돌리도
Class390’
이 운행 중이다.

‘한국형 복합소재 틸팅열차’
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주
관연구기관으로 하고 한국화이바, 로템, 우진산전 및 유진
기공 등 30여 개의 산학연이 참여하여 국내 독자 기술로 개

한국형 복합소재 틸팅열차 vs. 판돌리노 Class390

동력방식
최고운행속도

한국형 복합소재 틸팅열차

판돌리노 Class 390

(한국)

(영국)

전기식(EMU)

전기식(EMU)

180Km/h

200km/h

하이브리드
차체재질

(탄소섬유 복합소재 +

틸팅방식 및
최대틸팅각
곡선감지방식
실내의장

6량1편성

9량1편성

전기기계식. 8。

전기기계식. 8。

GPS를 통한 곡선사전감지

가속도센서

항공기형 선반, 의자모니터
(특실), 원형도어화장실

조립이 완료되었으며, 2007년 4월부터 충북선과 전라선에
서 시운전 시험을 수행 해오고 있다.
영국의‘판돌리노 Class390’열차는 프랑스 알스톰사에서
제작하였고, 영국 버진 트레인(virgin train)사에서 운영하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편성

발했다. 지난 2001년 개발을 시작하였고 2007년 2월 차량

고 있으며, 2002년 7월 23일 영국 웨스트코스트 메인라인
(West Coast Main Line)에서 상업운행을 시작한 열차이다.
한국형 복합소재 틸팅열차와 판돌리노 Class390 열차의
공통점이라면 두 차량 모두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고 동
력이 각 차량마다 분산된 동력분산방식(Electric Multiple

원형도어화장실

Unit)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차체를 기울이는 장
치로 전기기계식 엑츄에이터를 채용하고 있으며 차체를 최

외형

대 8°
까지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고 운행 속도의 경우 판돌리노 Class390 열차가
200km/h로 한국형 복합소재 틸팅열차의 180km/h보다

실내

다소 빠르며, 차체 재질의 경우 판돌리노 Class390 열차가
기존 알루미늄으로 제작된데 반하여 한국형 복합소재 틸
팅열차는 세계 최초로 탄소섬유 복합소재와 스테인리스를

화장실 및 의자

동시에 사용한 하이브리드형 차체를 적용하고 있다. 차체
틸팅을 위한 곡선감지 방식은 판돌리노 Class390 열차의
경우 가속도센서를 적용해서 곡선부를 감지하게 된다. 그
러나 이러한 방식은 곡선감지 시 시간지연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한국형 복합소재 틸팅열차에서는 GPS를 이용하여
곡선부를 사전 감지하는 기술을 도입하여 승차감을 향상시
켰다.

21

KOREAN RAIL TECHNOLOGY│08.01+ 02

FOCUS

KRRI 2008년
연구개발 전략

■전략 과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 2007년에 2단계의 도약을 위
해 새롭게 중기전략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5개
의 전략목표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5년간 연구 자원의 집
중을 위한 지침으로 삼고자 하였다. 새로운 전략목표는 기
존철도의 품질 고도화, 신규철도의 실용화, 미래철도의 원
천기술 확보, 철도정책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 철도기반
확충 등으로 설정하였는데, 기존철도의 품질 고도화를 위
해 기존열차에 비해 20~30%의 속도 향상이 가능한 한국
형 틸팅열차의 안정화 및 신뢰성 향상을 달성하고, 무인운
전 경량전철의 시스템 기술을 확보하며, 가격 경쟁력 및 운

서승일│철도연 정책개발실장 (sise@krri.re.kr)

영 효율이 향상된 차세대 전동차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고,
철도시스템의 성능 향상 및 품질개선을 통한 철도서비스
의 향상을 위해 차량, 전력, 선로구축물 등의 유지관리시스
템의 기초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신규철도의 실용화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정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조사, 철

위해서는 최고시속 400km/h급 동력분산형 고속열차 시

도기술의 연구개발 및 육성과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국가철

스템 및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버스와 경전철의 중간 규모

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제 설립

이면서 CNG-하이브리드로 구동되는 초저상 도시형 트램

12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 동안 표준전동차의 개발 및 실용

과 연료전지로 구동되는 바이모달 트램을 개발하고자 한

화,‘한국형 고속열차 한빛 350’
의 개발 및 실용화,‘한국형

다. 미래철도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곡선부에서 차

경량전철 K-AGT’
의 개발 및 실용화,‘한국형 틸팅열차 한빛

륜/레일의 마모가 최소화되고 소음이 저감되는 도시형 전

200’
의 개발 등 차세대 철도기술 창출과 실용화, 일류 연구

동차용 (반)능동 조향 대차 시스템을 개발하며, 추진시스템

시설 및 장비 확보, 고급 인력의 확보와 육성 등의 가시적인

효율과 등판 능력이 향상된 도시형 리니어추진시스템을

성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중장기적인 전략 계획에 따라 연구

개발하고, 객실의 미세먼지 농도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대

역량을 집중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라

폭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차세대 객차용 청정시스템의 핵

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지속적인

심 요소기술과 장치를 개발하고자 한다. 철도정책 및 운영

성장과 발전을 위해 수립한 주요 연구개발 전략을 소개하고

효율성 향상을 위해 철도 표준화 기준 및 핵심 장치 기술

2008년도의 실천 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발과 철도 표준화/정보화 관리 기술을 확보하고, 철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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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개발 정책과 철도교통 정책이 조화된 효율적인 고속철

다. 특히, 틸팅열차 실용 기술과 400km/h급 차세대 고속

도망 구축 전략을 마련하여 고속철도 중심의 연계교통체계

철도 기술, 도시전동차용 반능동 조향대차 시스템 기술은

구축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물류수

탑브랜드(Top Brand) 과제로서, 연구 역량을 집중 투입하

송체계를 기존의 도로 중심 체계에서 철도 중심 체계로 전

여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틸팅열차 실

환하여 효율적인 철도중심의 물류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

용 기술과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 개발은 정부 수탁에 의한

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철도기반을 확충을 위해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반능동 조향대차

철도사고 예방 및 사망률 저감을 위한 범국가적인 철도종

시스템 기술은 기관고유 사업인 기본사업으로 추진할 계

합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진국 수준의 철도 전용 대형

획이다.

복합 연구시험 장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전략목표에 따라 2008년도에 수행할 전략과제는 [표 1]에

■ 신규과제의 기획 연구

요약되어 있으며, 전략 과제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중기 전략 계획에 따라 선정하여 추진할 주요 전략과제와

나타날 수 있도록 중점적인 지원과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

함께, 2008년도부터는 연구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표 1] 2008년 전략과제

KRRI 탑브랜드 로고

전략목표
개발 완료된
기존철도시스템에 대한
품질 고도화

전략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 한국형 경량전철 및 무인운전 경량전철 시스템

국가연구개발사업

- 차세대전동차 시스템

국가연구개발사업

- 철도시스템의 성능향상 기술개발
신규 개발 중인 차량에 대한
신규철도 실용화 추진
미래철도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구분

- 틸팅열차 실용기술

기본사업

- 최고시속 400km/h 차세대 고속철도

국가연구개발사업

- 신에너지 바이모달 수송시스템

국가연구개발사업

- 도시형 전동차용 (반)능동 조향 대차 시스템

기본사업

- 도시철도차량용 리니어 추진시스템

기본사업

- 차세대 객차용 청정시스템의 핵심요소기술과

기본사업
틸팅열차 실용 기술 한빛200

장치 개발
철도정책 및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철도종합안전 및
성능향상을 위한
철도기반 확충

- 철도 표준화 기술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

- 고속 간선철도망 구축 전략 개발

기본사업

- 철도중심의 물류수송체계 구축 기술 개발

기본사업

- 대형 철도사고 예방 및 사고/사망률 저감을 위한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 한빛400

국가연구개발사업

범국가적 철도종합안전시스템 구축
- 철도전용 대형 복합연구시험장비 구축 및 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도시전동차용 반능동 조향대차 시스템 기술

틸팅열차 실용 기술과 400km/h급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 도시전동차용 반능동 조향대차 시스템 기술은 탑브랜드(Top Brand) 과제
로서, 연구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틸팅열차 실용 기술과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 개발은 정
부 수탁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반능동 조향대차 시스템 기술은 기관고유 사업인 기본사업으로 추진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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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본사업 신규과제
구분

비고

ECO-Train 시스템 기획 연구

과제명

기획연구

기후 변화 대응

철도교통의 지속가능성 분석 연구

기획연구

지속가능성 도전 대응

초고속 자기부상열차시스템 적용 가능성 연구

기획연구

공간 압축 및 재편

On-Demand 도시철도시스템 기획 연구

기획연구

고령화 및 교통약자 대비

본연구

고위험 사회 대비

위험도 기반의 철도교량 내진보강
의사결정 기술 개발

국가적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사업 중에서 Top-

❹ 인재격차가 확대되고 고령화가 진전된다. 고용 없는 성

Down 방식의 신규 과제를 기획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

장 하에서 핵심인재가 중시되고 청년실업과 고령화로

Top-Down 방식의 신규 과제는 새로이 개정된 기본사업

인해 성장활력 약화가 이슈화한다.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심의에 의해 하위 20%로 평가

❺ 공간 압축과 재편이 가속화된다. 사람 및 물자의 이동의

되어 계속 사업으로서 탈락되는 과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양과 속도가 급증하고 복잡한 연결이 맺어진다. 지식 집

공모에 의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정책개발실에서 과제제

적 허브들이 생겨나 창조 활동을 주도하게 된다.

안서를 작성하여 연구책임자를 지정함으로 사업이 진행되

❻ 지속가능성이 도전받고 정부와 기업이 돌파구를 모색

게 하였다.

한다. 기후변화, 자원 고갈이 현실적 위협으로 대두하여

Top-Down 방식의 신규 과제를 기획하기 위한 제안서 작

해결을 모색하겠지만 어려움이 예상된다.

성 시에는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과 흐름을 분석하여 내용

❼ 고위험 사회가 도래한다. 작은 사건이 대재앙으로 이어

에 반영하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전 대비나 사후 대처를 위한

21세기의 메가트렌드로 다음과 같은 전망이 제시되었다.

노력이 본격화한다.

❶ 정보기술이 기술과 산업의 융합을 주도한다. 정보기술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적인 과학기술 정책 방향의

이 기술과 산업의 융합을 주도하며 전통 산업과 서비스

흐름에 동조하기 위해 Top-Down 방식으로 2008년에 기

에 모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보기술 이후 바이오 나노

본사업 중에서 신규로 기획연구 또는 본연구가 진행되는

가 장기 변혁을 이끌어 갈 것이다.

과제는 [표 2]와 같다. 지구 온난화 문제와 유엔 기후협약

❷ 기업이 혁신경제의 개화를 견인한다. 기업과 경영방식

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타교통수단에 비하여 에너지 효율

이 경제 전반의 혁신을 촉발하며, 지식서비스 산업이 고

이 우수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철도에 대한 관심

성장한다. 기술발전의 결과로서 양극화도 심화된다.

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절감과 친

❸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다. 전방위 경쟁이 벌어지고 중국

환경성이 강화된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의“Eco-train”개

이 세계 공장으로 부상한다. 국경과 정부 보호 아래 있

발을 추진하고,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 및 기술적 검토를 수

던 부문들은 상당 부분 도태를 당한다.

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교통시스템으로서 철도

신규철도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최고시속
400km/h급 동력분산형 고속열차 시스템 및 핵
심 기술을 개발하고, 버스와 경전철의 중간 규모
이면서 CNG-하이브리드로 구동되는 초저상 도
시형 트램과 연료전지로 구동되는 바이모달 트
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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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교통수단별로 지속가능성을 분

타당성 검토와 도시철도 혼잡구간 해소 방안 등의 연구를

석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및 에너지 소모량 등을 기초로 한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공동 연구는 연구비 분담에 의

정량적 지표를 개발하여 철도시스템의 우위를 확보하고,

해 실질적인 연구가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한국철도기술

철도 투자 확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로 삼고자 한다. 교통

연구원은 연구개발적립금에서 지원되는 자체사업으로 감

수단의 고속화는 시대적인 요구사항이므로 휠(wheel)방식

당할 계획이다. 공동 연구와 함께 철도 운영사의 경영 효율

의 철도시스템의 속도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초고속자기부

화와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해 기술적인 지원도 시행할 계획

상열차의 경제성 및 타당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이다.

자 한다.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교통약자의 수가 급격하게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국제적 환경 속에서 생존하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략과제로 이미 바이모

기 위해서는 개방 체계 속에서 국제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

달 저상버스를 개발하고 있으나, 이용의 편의성과 안전성

추고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008년에는 국제

이 대폭 향상되는 GRT(Group Rapid Transit) 나

공동 연구를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 기술 동

PRT(Personal Rapid Transit) 등과 같은 On-demand 도

향을 파악하여 첨단 철도시스템 기술의 개발을 주도적으

시철도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기획 연구도 실시할 계획이

로 이끌어 갈 계획이다. 특히 2008년은 세계철도학술대회

다. 고위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철도종합안전 시스템을

WCRR이 서울에서 개최되므로 이를 계기로 한국 철도기

구축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신규로 지진과 같

술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 철도 기술의 발전을 주도하는 연

은 자연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위험도 기반의 철도교량 내

구기관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할 것이다. 또한 세계철도연

진 보강 의사 결정 기술의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보기

맹 UIC에서 주관하는 연구분과위원회 IRRB의 활동에 적

술과 철도기술의 융합을 위해서는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극 참여하여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일체형 복합재 차

무선네트워크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이나 유비쿼터스 센서

체 제작 기술을 국제적인 표준으로 삼기 위해 노력하는 한

네트워크 기반 철도기술 뿐만 아니라, 위성항법 기반의 자

편, 복합재 차체 제작을 위한 국제 기준을 만드는 데에 주

동항법 제어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력할 계획이다.

■ 공동연구 계획

친기업적인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정부하에

설립 12주년을 맞이하는 2008년에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

서 기업 주도의 경제 혁신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신기술 창출과 성과를 보급하고, 국민들이 철도의 편익을 최대한

기업과의 교류와 협력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가야 할

누릴 수 있는 철도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철도 운영을 담당하

이다. 중장기 발전 계획에 기초한 전략목표에 따라 전략과제를 수

는 공기업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는 가운데, 철도차량 제작

행할 것이며,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관고유의 기본사업, 자체사업

및 철도 건설 관련 민간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 계

등을 통해 연구 재원을 조달하고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연

획이다.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와는 경전철 기술교류 협약

구관리 체계를 개혁하여 철도기술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

을 체결한 상태이고, 2008년부터는 북한산 산악열차 개발

적인 이슈를 주도해 갈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수행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 ]
“중기전략목표 연구개발 계획”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07.
“200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07.
“과학기술-창조 한국의 길”
, 한국공학한림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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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욱│WCRR 추진기획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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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격 및 의의

1) 대회의 성격

세계철도학술대회(WCRR : World Congress on Railway Research)는 국제철도연맹
(UIC: Union Internationale de Chemin de Fer)과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일본, 이
태리의 6개 세계 철도 선진국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세계적인 철도 관련 학술대회로서
1992년 도쿄에서 그 모임에 대하여 최초로 제안되었다. WCRR은 1994년 파리에서 제 1
회 대회를 개최한 이후로 매 2~3년 마다 개최되어 철도와 관련한 학술, 연구, 산업기술,
산업전시, 정보교류에 이바지하고 있다.
WCRR은 그 규모와 행사 구성 및 내용으로 볼 때, 한마디로‘철도계의 올림픽’
이자‘철도계
의 월드컵’
이라 칭할만하다. 다시 말해 WCRR은 철도기술 전분야를 총망라해 전 세계의 철
도분야 전문가들이 모이는 종합적인 학술대회이며 세계철도기술계 최고의 이벤트라 할 수 있
다. 철도분야 최대의 축제가 아닐 수 없다.

2) 대회의 의의

WCRR은 일반적으로 철도분야 연구동향 및 기술성과에 대한 기조연설, 논문발표, 산업
시찰(Technical Visit), 전시회 등으로 구성되는데 프랑스, 독일, 일본을 비롯한 전 대회
개최국들은 WCRR을 통하여 철도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으며, 자국 철도산업
의 세계철도시장 진출을 위한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또한 자국내 기술자와 해외전문가들
간의 자연스러운 인적 네트워크 구성으로 정보교류채널 확보 및 활성화를 이끌어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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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1) 세계철도학술대회의 시작

대회의 시발점은 1992년 10월 일본 동경에서‘세계 철도 연구개발의 현황과 미래’
란 주제
로 개최된 국제 세미나였다. 이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의 주요 철도 관
계 기관에 근무하고 있던 연구개발 책임자들이 각국의 철도 연구개발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그때까지는 없었던 철도기술 연구개발을 주제로 특화시킨 국제
회의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개최된 제1
회 대회를 시작으로 1996년 제2회 미국 콜로라도 대회, 1997년 제3회 이태리 피렌체 대
회, 1999년 제4회 일본 도쿄 대회, 2001년 제5회 독일 쾰른 대회, 그리고 2003년 제6회
영국 에딘버러 대회, 2006년 제7회 캐나다 몬트리올 대회까지 총 7번의 대회가 개최되었
다. 주지하다시피 올 5월에는 한국(서울, COEX)에서 제8회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현재 대회 조직위원회 참여기관은 미국철도협회(AAR) 산하 교통기술센터(TTCI), 영국
철도안전표준위원회(RSSB), 프랑스국영철도(SNCF), 독일철도주식회사(DB), 이탈리아
철도주식회사(UTMR/Trenitalia), 일본철도종합기술연구소(RTRI), 세계철도연맹(UIC)
등 6개국 7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이 조직위원회에 추가로 편입
되어 총 7개국 8개 기관이 되었다.

2) 대회별 개관

전차 대회들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이한 점은 역대 개최국 모두 학술
대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자국의 철도발전 현황을 대내외에 효과적으로 과시하고 홍
보하기위해 치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1994년의 프랑스 대회는 TGV기술 발전 방향의 연장선상에서 경영(운영포함), 고객의

World

요구 및 환경의 조화에 부응하는 개발전략을 추구하는 주제로 대회를 활용하였고,
1996년 미국 대회는 자국 철도 화물수송의 중요성을 반영한 국제공동연구의 가능성을

Congress on

모색하였으며, 1997년 이탈리아 대회는 역대 최대규모의 대회에 걸맞게 좀 더 거시적

Railway

인 안목에서 미래철도의 바람직한 모습(비용절감, 생산성 증대, 환경친화성)을 제시하
였다. 이어서 아시아 지역 최초의 대회였던 1999년 일본 대회에서는 자국 고속철도인

Research

신간센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았으며 자국이 개발한 자기부상열차의
신기술을 바탕으로 21세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2001년 독
일 대회는 철도연구 및 기술을 상업적으로 활용하여 자국철도의 해외시장진출 가능성
을 모색하여 그동안 쌓아온 철도선진국의 자신감을 과시하였다. 2003년 영국대회는
초심으로 돌아가 향후 도래할 철도 르네상스시대를 준비하는 자세를 보여주었으며,
2006년의 캐나다 대회는 함께 발전하는 철도의 바람직한 비전을 제시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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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WCRR 역대 대회 개요
회차

개최년도

개최일

1차

1994

11월 14~16일

2차

1996

6월 17~19일

3차

1997

11월 17~19일

4차

1999

10월 19~24일

5차

2001

11월 25~29일

6차

2003

9월 28~10월 1일

7차

2006

6월 4~8일

개최지
프랑스
(파리)
미국
(콜로라도)
이탈리아
(플로렌스)
일본
(도쿄)
독일
(쾰른)

주제

주관
UIC
TTCI
FS
RTRI
DB

영국

Railway

(에딘버러)

Safety

캐나다

CRA, AA

(몬트리올)

R/TTCI

경영, 고객, 환경에 부응하는
철도연구개발 전략의 추구
철도분야에서 국제 공동연구의
가능성
경쟁력 강화, 생산성 증가, 환경성
증대가 필요한 미래의 철도
21세기 철도와 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창조하는 신기술
시장, 제품, 그리고 기술
탄생에서 르네상스까지
함께하는 진보

참여인원
(참여국)
1,000
(33개국)
470
(37개국)
1,562
(37개국)
737
(32개국)
1,050
(32개국)
700
(39개국)
860
(41개국)

3. WCRR 2008 한국대회

1) 유치경위

한국이 WCRR 개최 의사를 처음 나타낸 건 2001년 11월 독일 쾰른에서 열린 제 5회 대회
다. 그러나 프랑스, 러시아, 인도라는 강력한 경쟁국 때문에 개최가 쉽지 않아 보였다. 프
랑스는 고속철 TGV로 일찌감치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인도는 아시아와 유럽 철도망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고. 러시아는 여러 가지 정황상 차기 개최국으로 결정될 확률이 가장
높았다. 선진 유럽인들끼리 모인 조직위원회는 특권화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서‘그
들만의 모임’
을 지속시키고 싶어했고 G7에 이어 G8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공감대가
조성되어 있었다. 또한, 조직위원 대부분은 동화속 환상의 도시와도 같은 러시아의 쌍 페
테르부르크를 가보고 싶다라고 사석에서 유쾌하게 얘기하곤 하였다.
전략이 필요했다. WCRR 조직위원회의 참여였다. 정확히 말하면 참여 아닌 참여라고 할
까? WCRR 차기 개최지 결정권은 전적으로 WCRR 조직위원회 회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조직위원들의 협조 없이 WCRR 유치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조직위원들에 대한 유치활
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었다. 쉽지 않았다. 서두에 설명하였듯이 WCRR 조직위
원회는 6개국 7개 참여기관으로 구성되었는데 모두 서방선진7개국(G7) 소속 국가들로서
지금까지 WCRR 대회를 개최한 나라만 보더라도 이들 국가 이외의 개최국이 없을 정도
로 자신들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 보수적인 모임이었기 때문이다.
2003년 제6회 에딘버러 대회는 WCRR 2008 한국유치에 하나의 큰 이정표 역할을 하
였다. 이 대회를 통하여 한국은 WCRR 유치를 위한 홍보 타깃을 설정할 수 있었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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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유치 홍보 역량을 WCRR 조직위원 및 집행위
원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이들이 원하는 대로 WCRR이 진정한 국제적인 학술대회로 거
듭날 수 있도록 WCRR 2008 대회를 아시안 컨퍼런스로 만들어가겠다는 유치전략을 세
울 수 있게 되었다.
초대 받지 않은 손님, 한국 유치단은 조직위원들과 인맥을 쌓으며 모든 위원에게 일일이
한국의 철도기술을 설명했다. 그리고 매년 두 차례 열리는 WCRR 조직위원회 회의에 매
번 참석해 WCRR 한국개최의 당위성을 역설하였으며 이들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하였다.
돌이켜볼 때, 당시의 대외환경이 우리에겐 커다란 기회이기도 했다. 우리의 능력을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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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당시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988 올림픽,
2002 월드컵 등 세계적인 국제행사를 훌륭하게 치러낸 한국의 역량과 2004년 때마침 개
통된 KTX가 그 예다. WCRR 관계자들은 한국의 국제회의 개최 능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천우신조라 할까!
이렇게 유치단이 직접 발로 뛴 노력이 결국 큰 성과로 이어졌다.
2004년 4월 영국 런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세계철도연맹을 대표하
는 조직위원 7명이 만장일치로 2008년 5월 제8차 세계철도학술대회(WCRR) 개최지를
서울로 결정했다.

2) 한국 개최의 의의

한국은 2001년 11월 독일 쾰른에서 열린 제 5회 WCRR 대회에서 WCRR 2008년도 대회
의 유치의사를 처음 표명한 후 약 3년 간의 유치활동 끝에 서방선진국(G7) 이외의 국가
중 최초로 WCRR을 개최하게 되었다.

WCRR 2008 유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모습 발표후 유치 확정 (200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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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2001년도 쾰른 대회 때 WCRR 유치의사를 구두로 전하긴 했지만 사실 그 이전까
지 WCRR에 다수의 논문을 제출하거나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대
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제껏 WCRR 대회를 개최한 나라들을 보면, 모두가 철도의 선진 기술들을 보유한 나라
인 것을 알 수 있다. 실제적으로도 역대 대회 개최지가 WCRR의 초기 형성에 참여한 6개
국에서 번갈아 가면서 개최된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WCRR 2008대회
의 서울개최는 한국이 그러한 WCRR 구성국의 Club에 동승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쾌거
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조직위원회에 한국이 추가되어 그 구성국이 8개(정확히 7개국 8개 기관)가 되었다.
현재까지의 WCRR 대회에 참석한 외국 국가수를 보면 40개국 수준으로 그 범위에서 큰
변화가 없어왔다. 만약 현재 WCRR 2008 기획단에서 구상하는 바와 같이 아시아 국가
까지 참여국가를 증대시켜 참가 범위가 확장이 된다면, 이는 WCRR이 명실상부한 국제
철도대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아시아 국가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부분이다.

4. 시사점

World
세계 과학계의 국제학술대회 유치 경쟁은 아주 치열하다. 개최국이 다른 참가국보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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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과를 많이 발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은 총 300여 편의 학술발표중 20%정도인
60여편을 발표할 예정) 기업들에겐 해외마케팅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관련 분야 기
술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각국이 비상업적인 국제학술대회 유치 지

Research

원에 적극 나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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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혜안을 가진 국내 철도전문가들은 2004년도 고속철도 개통, 국산기술로 개발된
350km/h급 고속전철의 본격적인 운행개시, 경량전철의 보급,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연결 등 한국에 도래하게 될 철도부흥기를 예견하였고, WCRR을 발판으로 삼아 이를
세계철도계에 알리고 한국철도기술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일
찍이 제시하였다.
‘WCRR 2008’
이 국내 철도계에게 선진철도에의 도약과 해외진출 기회를 주는 세계
철도대회이지만, 그 성공개최를 통한 결실은 국내철도인의 몫이다. 우호적인 기회인
동시에 경쟁적 도전의 출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거시적으론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아
시아 철도기술교류 움직임을 세계적인 철도기술 발전과 접목시켜 WCRR이 실제적으
로 세계철도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내부적으론 이 대회가 단순히 일회성 전시학술행사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국내 철
도 연구개발의 활성화, 첨단 철도기술 습득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여기에는 지금껏
소외되어온 철도에 대한 성찰과 자기반성도 요구된다.
아무쪼록 이번 WCRR 한국대회가 국내철도 관련기관 및 산업체, 연구단체, 학계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가로 국내철도계의 단합된 힘과 역량을 세계에 보여주는 기회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

참고문헌
1. 강용묵,“세계철도학술대회와 한국철도 기술의 위상 제고”
, 철도경영21(철도경영연구협회, 2007)
2. 오일근,“WCRR 2008 총회의 한국유치 확정과 한국철도의 선진도약”
,
한국철도학회지 제7권 제2호(한국철도학회, 2004)
3. 창상훈,“WCRRN99 참관기”
, 한국철도학회지 제2권 제4호(한국철도학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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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계의 올림픽 WCRR 2008,
어떻게 준비되나 ?

정흥채│WCRR 추진기획단 단장

정용일│WCRR 추진기획단 단원

(hchung@krri.re.kr)

(daezzok@krnetwork.or.kr)

1. 한국대회 준비조직의 태동

한국대회는 2004년 런던회의에서 개최지로 확정된 이후 코레일(구 철도청), 공단, 철도
연이“WCRR 2008 개최를 위한 협력협약서”
를 체결(2004. 12월)하여 공동위원장체제로
대회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한국조직위 운영규정이 수립되고(2006. 4
월)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어(2006. 2월 중간보고) 세부적인 사항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
었다. 이에 앞서 실무사항을 준비하기 위한 기구로 WCRR추진기획단이 출범되었음은
물론이다.(2005. 3월) 이후 대회 주제, 심볼, 논문 준비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
며, 국내외 회의 참가를 계기로 대회 홍보도 병행할 수 있었다.

2. 한국대회의 조직 구성

1) 공동위원장 체제 출범

주지하다시피 대회준비를 위한 3개 기관의 중요 합의사항은 협력협약(2004)과 운영규정
(2006)이다. 이를 근거로 대회의 세부사항들이 정해지게 되었으며 공동위원장체제가 공
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한국철도의 연구, 건설, 운영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각각의 대
표기관들이 모두 대회의 성공을 위해 전방위 협력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2) 사무국으로서의 기획단 발족

WCRR 2008 대회를 한국에서 유치함에 따라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코레일, 한
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합의하고 2005년 3월“WCRR 2008 추진기획
단”
을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34

WCRR 2008 대회 조직위/집행위의 손발역할을 수행하는 기획단은 대회 성공의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관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대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사심
없이 활동하는‘보이지 않는 손’
인 셈이다. 기획단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CRR 2008의 개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WCRR 2008의 전반적인 개최준비
조직위원회의 결정 및 위임사항, 공동조직위원장의 지시사항 집행

WCRR
조직위원회

World
Congress on

조직위원회

자문역

< 공 동 위 원 장 >

철도 산·학·연 주요인사

코레일
사장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철도기술연구원
원장
< 조 직 위 원 >

WCRR
집행위원회

3개 기관 임원(당연직)
참여기업 CEO(임의직)
집행위원회

Railway
Research

홍보시찰팀

기술위원회

< 위 원 장 >

< 위 원 장 >

철도기술연구원장

WCRR 한국조직위원

< 위 원 >

< 위 원 >

3개 기관 담당부서책임자
및
참여기관 임원급

분야별 전문가 20인 내외
- 분야별 분과위원

WCRR 기획단

조직위원회

3개 기관 직원(파견)

철도공사 국제철도팀장
시설공단 해외사업팀장
철 도 연 홍보협력팀장

학술등록팀

전시후원팀

<그림 1> WCRR 2008 조직도

3. WCRR 2008 한국대회의 특징 및 구성

1) 국제적 준비회의 개최

WCRR의 조직위원회 (Organizing Committee)와 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는 2006년 캐나다 대회와 동년 독일의 조직위/집행위 연차회의에서 한국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후 한국은 매년 두 차례 열리는 WCRR 조직위원회 회의에 매번 참석해 2008 한
국대회의 주요사항을 협의하였다. 논문심사 및 채택, 세션구성 등의 행사준비 사항들이
긴밀히 협의, 결정되어 왔다. 개최지 결정 및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직위/집행
위에 한국이 참여하게 된 것은 한국철도기술이 세계 속에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뜻깊
은 사실이다. 그간의 회의들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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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08년 ORG/EXE 회의]

- 2006년도 조직·집행위원회(ORG/EXE) 1·2차 회의가 프랑크푸르트(2006.7월)와 서
울(2006.10월)에서 각각 열렸으며, 2007년도 ORG/EXE 회의(1~3차)는 런던(1월 17~
18일), 파리(6월 14~15일), 다시 런던(10월 4~6일)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특히 2007년 1차 회의에서는 2008년 서울대회에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한 전문가 초록
검토절차(Experts Review Process)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2007년 3차 회의에
선 국내외 전문가들의 리뷰를 바탕으로 290여편의 초록을 채택하였다.
- 2008 한국대회 준비를 위한 마지막 조직위원회 회의가 2008년 1월 파리에서 개최되
었고, 집행위원회 회의는 오는 2월 독일에서 개최된다. 대회준비를 위한 최종회의로
대회 전반의 보고와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 한국대회의 특징(차별성)

WCRR 2008 한국대회는 교통문화와 환경의 조화라는 보편적 철도이념의 추세에 동참
하고 한국철도의 세계진출을 통한 위상 제고라는 고유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WCRR 2008 CI도‘세계 속의 한국, 한국을 이끄는 한국철도’라는 기본 컨셉으로 기획
되었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물 중의 하나인 숭례문을 푸른 지구와 연결하여 환경친
화의 이념과 함께 세계 속의 한국, 세계로 연결된 한국의 의미를 담았다.

또한 역대 대회와 구별되는 대회 진행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가 초록검토절차(Experts Review
Process)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논문의 질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으며, 포스터발표 세션에선 처음으
로 일부 논문에 대해 노트북 프레젠테이션이 실시
<그림 2> WCRR 2008 공식로고

되어 발표효과가 증대되리라 예상된다. 전문가 초

록검토절차란 2008년 WCRR 서울대회부터 초록채택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주제별로 전문가를 위촉하고 위촉된 전문가들이 채택심사 전 초록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해당 주제별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들이 3명~4명씩 배정되며
제출된 초록은 최소 3명의 전문가들로부터 검토 및 평가를 거치게 된다.

3) 한국대회 프로그램 구성

“Towards a Global Railway”
를 테마로 하는 이번‘WCRR 2008’
에서는 약 40여개국
700여명의 세계철도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4박 5일동안 철도의 기반시설, 차량 및 운영
등 철도 전반에 관한 300여편(국내 60여편)의 학술발표와 연구, 건설 및 운영분야를 망
라하는 전시행사 그리고 고양 KTX 차량기지, 한강하저터널 현장 등에 대한 기술시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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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사(환영연, 만찬, 문화교류)가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가히 세계철도의‘올림픽
대회’
라 할만하다. 각각의 프로그램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술활동

WCRR 2008 대회의 학술부분은 크게 6개의 대주제로(기반시설, 차량, 운영, 시스템 상
호작용, 휴먼 팩터, 세계 철도 의제) 나뉘어 진행된다.
논문발표는 크게 구두 및 포스터발표의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회기간 동안
구두발표(IFP와 ISP)는 제시된 주제에 따라 48개 세션에서 총 188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
정이다. 포스터발표 세션은 참가자와 논문발표자간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자유발표 형식이며, 총 108편이 지정된 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된다.

World

(2) 전시(후원포함)

WCRR 2008 대회는 철도 및 유지보수 업체, 신호 및 설비관련 전기통신업체, 철도선로

Congress on
Railway

장비 및 서비스 제공업체 등의 최첨단 기술과 제품이 전시되는 철도교통분야 최대 규모
의 전시회(143부스)가 될 예정이다. 독일,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 해외업체들도 참가
하는 등 치열한 전시경쟁의 장이 될 전망이다. 또한 세계철도산업계 선도업체들이 후원

Research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아이템을 선택하여 자사 홍보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3) 기술시찰

한국 철도산업의 뛰어난 첨단기술 및 현황을 만나볼 수 있는 현장을 시찰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기술시찰 프로그램은 4개의 무료코스와 2개의 유료코스
로 나뉘는데 무료코스의 경우, 고속철도(KTX)차량이 집결하여 일반적인 정비와 점검 등
운행을 위한 최적상태를 유지하는 고양고속철도 차량기지와 토압식 Shield TBM 터널공
법을 적용한 한강하저터널,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CTC), 중앙궤도기술단 시찰이 준비
되며 유료코스의 경우, 급곡선 구간에서 속도향상 곤란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존선
선형개량 및 곡선구간에서 감속 없이 운행 가능한 설계속도 200km/h급의 한국형 틸팅
열차 한빛 200 시승과 도라산역 시찰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고양고속철도 차량기지

<그림 3> 기술시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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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저터널

틸팅열차 시승

THEMES

02

2008 KOREA WCRR SEOUL
THEMES 01 WCRR 2008과 한국철도의 도약

|

THEMES 02 철도계의 올림픽 WCRR 2008, 어떻게 준비되나 ?

4. 향후 한국철도의 과제

본 대회는 WCRR 대회의 목적에 맞는 학술대회가 일차 과제다. 이는 WCRR 대회의 유
치를 신청하면서 묵시적으로 기존 WCRR 대회의 전통과 방법을 이어 받아 대회를 성공
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고유의 기본적인 과제라 하겠다.
300편 정도 발표될 이번 학술 향연이 질적으로도 값진 성과가 나오고 이에 고무되어 후
속 연구 및 기술개발이 뒤따르길 기대해본다.
그러나 이 대회가 단순한 학술대회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내 철도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첨단 철도기술을 습득하여, 한국의 철도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
는 적극적인 사업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다. 이를 위해 연구원, 공사 및 공
단과 더불어 정부, 기업등 한국철도계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철도전문가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철도가 철도선진국의 Inner Circle안에 진입하고
해외진출을 본격화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회기간 동안 세계선진철
도에 관한 인적, 기술적 교류를 통해 철도기술의 세계적 조류를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고속철도의 건설 및 운영경험과 자체 고속철 차량의 개발 등 우리가 이룩한 철도수준을
아시아 등 세계각국에 홍보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WCRR 대회를 일본철도의 민영화 성과를 세계에 과시하고, 일본철도기술
을 홍보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했다. 실제적으로 세계의 철도기술을 선도하는 많은 철도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한국철도산업을 홍보한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이들을
찾아다니며 하는 홍보전략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한국은 2001년 독일 쾰른에서 열린 제5회 WCRR 대회에서 WCRR 2008년도 대회의 유
치의사를 표명한후 약 3년간의 유치활동 끝에 서방선진국(G7) 이외의 국가중 최초로
WCRR을 개최하는 영예를 얻게 되었다.“꿈은 이루어진다”
는 2002년 월드컵의 영광이
철도분야에서 다시 한 번 실현되길 기대해본다.

- 한국 철도의 세계적 위상 제고
- 철도전문가 토론의 장 제공

2004년 KTX의 성공적인 개통
G7 한국형 고속열차의 개발
한국철도 산업의 세계시장 확대

WRCC
2008
개최

- 철도 선진 기술의 교류와 협력 증진
- 한국 철도건설과 운영 기법 및 기술 확보
- 한국 철도산업의 해외 마케팅 개척 기반

<그림 4> WCRR 2008 개최 의의

38

[참고] WCRR 2008 논문 채택현황 (세션, 토픽 및 국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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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1

▶ Trends 1 고속철도차량 안전장치의 현황과 전망
Trends 2 철도시설물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구축
Trends 3 중국의 국제 철도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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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5 아시아레일패스 도입을 위한 유레일패스 소개
Trends 6 도로-철도 교차로 (HRIs)의 ITS, PTC 기술 적용

고속철도차량 안전장치의 현황과 전망

Ⅰ. 개요
고속철도차량은 300km/h로 주행하는 시스
템의 집합체로, 각 장치별 성능확보 및 열차운
행 중 안전성 확보는 절대적이다. 이러한 안전
성을 보장하기 위한 KTX에는 컴퓨터로 관리
되는 자체진단 및 이중 장치를 갖춘 각종 안전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안전장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험 장비를
통해서 정해진 지침서에 따라 엄격하게 유지
보수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서는 고속철도차량 안전장치인 ATC 차
상신호장치, 속도측정 및 기록계인 ATESS
장치, 주요장치 진단 및 제어장치인
OBCS(차상컴퓨터장치) 등 주요 안전장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최근 진행 중인 ATP 시스템과 OBCS 국산화개발 등 고속철도차량 안전
및 진단장치의 현황과 전망을 서술하고자 한다.

Ⅱ. KTX 안전 및 진단장치 소개

TRENDS 1

1. ATESS(속도기록계장치)

ATESS는열차운전중안전상주요사건을정적으로기록하는장치로주요기능은다음과같다.
- 열차속도 측정

KOREAN RAIL TECHNOLOGY

- 열차속도 및 주요정보의 기록(기록카세트 포함)
- VACMA(기관사 경계장치)
- TSL(열차속도제한장치: ATC 차단시 30km/h의 운전을 허용)
<그림 1>은 속도측정(ATESS 랙)과 관련된 안전장치 환경블록 도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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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속도측정(ATESS 랙) 환경블록 도표

2. ATC(TVM430, ATS)장치

TVM430 (Transmisson Voie Machine 430)은 궤도로부터 차량에 정보 전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ATC방식의 차상신호장치이다. KTX는 고속선에서는 ATC방식으로 300km/h, 기
존선에서는 ATS 방식으로 160km/h 운전을 허용하는 장치로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 운전실 신호현시, 열차속도 제어(이상 연속정보)

등(이상 불연속정보)
열차속도 현시 및 제어 시퀀스는 <그림 2>와 같다.

300(VL)

300(VL)

270(A)

< 그림 2 > 열차속도 현시 및 속도제어 시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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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토그래프 하강, 절연구간 처리, 터널 진출입, 절대정지구간 통과, 공사구간 서행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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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nds 1 고속철도차량 안전장치의 현황과 전망
Trends 2 철도시설물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구축
Trends 3 중국의 국제 철도 운영 현황
Trends 4 일본 RTRI의 방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현황과 전망
Trends 5 아시아레일패스 도입을 위한 유레일패스 소개
Trends 6 도로-철도 교차로 (HRIs)의 ITS, PTC 기술 적용

ATC 차상장치의 구성은 <그림 3>과 같으며, 사용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2개
채널로 되어 있다.
- PIC 랙 : 센서로부터의 신호정보를 해독하여 PIR 랙에 신호정보 명령
- PIR 랙 : PIC 랙으로부터의 정보에 따른 신호관련 계전기와의 인터페이스 및 PIC 랙의
전원공급

차상신호 화면

PIR 1 트랙

PIR 2 트랙

PIC B 랙

PIC A 랙
불연속
정보

좌측

연속정보

우측

수신센서

좌측

우측

<그림 3> ATC 차상장치 구성

연속 및 불연속정보 현시 가능성은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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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속 및 불연속 신호 현시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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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TX 차상컴퓨터(OBCS)

차상컴퓨터라 함은 KTX에 설치된 컴퓨터장치 및 주변장치들과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
하는 산업용 LAN 방식의 TORNAD 방식의 네트워크 전송시스템, 컴퓨터와 주변장치를
인터페이스하는 시리얼링크들, 명령제어선을 통해서 열차상태와 행동지령을 위한 차량
내·외 주변의 저전압 입출력제어선 등을‘차상컴퓨터(OBCS)’라고 부른다.

1) KTX 차상컴퓨터 기능
- 열차상태 파악 및 열차지령
- 제어를 위한 열차명령 제어기능
- 기관사 운전지원 및 열차 고장 시 고장수리 안내 지원
- 유지보수 요원을 위한 고장수리 진단 정보제공
- 승무원 열차운행준비지원 및 데이터무선전송 인터페이스제공(원격제어기능, 서비스
유지 기능)
- 여객편의설비 기능감시 및 승무원에게 고장사항 문자현시

2) KTX 차상컴퓨터 주변장치
KTX 차상컴퓨터 주변장치라 함은 28대의 차상컴퓨터 주위에 로컬로 설치된 별도의 장치

내용과 결과를 구동인 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로컬 차상컴퓨터와 통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 기관사터미널(TECA), 여객정보표시장치(PID)
- 고장간이표시장치(FDTR), 승무원터미널(TMC)

TRENDS 1

로, 차상컴 퓨터 제어명령 혹은 주변장치가 별도 제어프로그램 기능을 가지고 자체 처리한

- 활주방지제어장치(MO-AE-TR-01), 유지보수용 노트북
- 속도처리장치(TACOMETER SYSTEM)
- 고장수리안내(GDI) 및 역명 파일 입력터미널(DICO)
KTX 차상컴퓨터의 주변장치는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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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데이터전송장치(MTD), 공기조화조절장치(EL-C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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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KTX 차상컴퓨터 주변장치

4. 기타 주요안전장치

열차 운행 중(혹은 기동 중) 주요장치 고장 발생시 혹은 차량으로부터의 화재발생. 승객경
보장치 동작시 램프를 통해 차량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장치로 고장표시 램프 패
널은 <그림 6>과 같다.
- 견인 및 모터블럭 고장
- 회로차단기 및 기계적 전달고장

TRENDS 1

- 차축 비회전 및 고착
- 대차불안정 및 완해불량
- 화재감지(동력실) 및 승객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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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등
<그림 6> 고장상태 표시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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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속차량 안전장치의 최근동향
1. ATP시스템 현황

1) ATP(Automatic Train Protection)시스템
폐색구간 경계지점에 설치된 지상자(Balise, Beacon)를 통하여 열차간 운행정보의 상호
교환을 통해 최소 제동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운전시격 단축과 선로용량 증대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ATP시 스템은 열차의 운행속도 향상 및 조밀운전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연속 정보전송 방법에 의해서 열차 제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어 주로 열차의 안전운행
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현재는 220km/h 이하에서 사용 중이다.
<그림 7>은 ATP시스템의 속도제어 곡선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존의 ATS시스템이 계단적
인 제어곡선을 보여주는데 비해 ATP시스템은 선형적인 제어곡선을 나타내어 빗금친 부
분만큼의 운전효율을 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30 km/h

105 km/h

25 km/h
YG

800m

800m

<그림 7> ATP 속도제어 곡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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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ATP시스템 설치 현황
현재 고속차량에도 일반선 운행을 위한 ATP사업이 도입 추진중에 있다. 국내 ATP시스
템 설치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국내 ATP시스템 설치 현황
구 분
동력차 종별

설치 량수

비고

92

설치 추진 중

KTX
디젤기관차

218

설치 추진 중

디젤동차

102

설치 추진 중

EL

1(56량 추가설치 예정)

설치 추진 중

KTX-Ⅱ

20

설치 예정

부산지하철

-

운영 중

인천지하철

-

운영 중

2. OBCS 국산화 개발 현황

1) 개발개요
차상컴퓨터(OBCS: On Board Computer System)는 열차의 제어 및 고장내용의 현시/진단
/기록을 담당하는 KTX의 핵심장치개발로‘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
사업과제로 2005년 선
정되어현재3차년도사업이수행중이다.
- 연구기간 : 2005. 6~2008. 5(총 3년간, 연차별 연구수행)
- 연구개발비 : 총 3,750(백만원)

TRENDS 1

2) 개발내용
- 통신 프로토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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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제어 및 고장 현시기능 분석
- 유지보수 기능 분석
- KTX OBCS와호환성있는개선품1편성분개발·제작
- 성능검증 및 차량 탑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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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도별 목표
- 1차년도 : 개념 및 기본설계 (2005. 5~2006. 5)
- 2차년도 : 상세설계 및 제작 (2006. 6~2007. 5)
- 3차년도 : 제작 및 시험 (2007. 6~2008. 5)
현재국내에서개발추진중인OBCS(차상컴퓨터) 시스템의구성및기능은<그림8>과같다.

[ 20량/편성 ]

PCI

TRI

TRI0

TRI8

PC2

기관사
모니터

MPU(Main Processing Unlt)
: 동력차(PC1,PC2) 주요장치 제어 및 감시
기관사
모니터

- 각종 열차제어장치
- 추진 및 제동장치
- 보조전원장치
- 신호장치
- 열차무선장치
- 열차자동제어장치 등

- Air-con. 장치
- 제동창치
- 조명장치
- 출입문 장치 등

TPU(Trailer Processing Unlt)
: 객차(TR1~TR18) 주요장치의 제어 및 감시
APU(Auxlllary Processing Unlt)
: MPU 고장시 Back-up 기능
MBU(Motor Block Unlt)
: 추진제어, 제어 및 감시 인터페이스 기능

열차 상태현시, 운전 및 유지보수 지원가능

<그림 8> OBCS 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

3. ATESS(속도계장치) 현황

1) KTX 차량의 기록내용
Korail 및 프랑스 표준을 만족하는 Recorder Unit (RU) : 시리얼 링크 또는 32 디지털 입
력을 통해 수신되는 열차 운전 데이터를 기록한다. 이 정보는 레코더 메모리(FPUC) 및 탈

TRENDS 1

ATESS 장비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레코더 기능을 제공한다.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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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가능 카트리지 (FPK7 및 LPK7)에 저장된다. 이 카트리지의 크기는 현재 256 Kbyte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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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TP 설치차량의 개량방안
ERTMS 표준을 만족하는
Juridical Recorder Unit
(JRU) : MVB링크에서 수신되
는 데이터를 기록 한다. 이 정
보는 8일 메모리 (JRU 8D) 및
24시간 메모리 (JRU 24H) 등
두 개의 메모리에 저장 된다.
이 카트리지의 크기는 기존
KTX 및 ATP의 정보를 포함하
여 16 Mbytes까지 확장될 것
이다.

4. KTX 안전장치 운영 현황

고속차량의 안전장치(신호장
치, 기록계장치 등)는 첨단의
장비를 설치하는 것 외에 유지보수 및 운영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 국내를 비롯한 유럽
각국은 안전장치 유지보수를 위해 법령제정 및 철도 운영사의 엄격한 규정으로 전담자를

TRENDS 1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ERTMS 표준을 따르는 기록계장치는 기록되는 사항까지
도 법적으로 정해놓은 상태이다. 다만, 유지보수 현장에서 실제로 안전장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운행중 발생한 고장을 피드백(feedback)하여 심각한 고장으로의 확대방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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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각종 규정의 철저한 이행여부는 철도 운영자의 몫으로 남는다. 국내의 경우도 철도
안전법 및 규정을 정해 전담자 지정 및 교육을 통해 각종 안전 및 진단 장비를 운영하고
있지만 미래 개발을 위한 투자는 미흡한 상태다.

50

Ⅴ. 맺음말
300km/h로 주행하는 고속차량에서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고속차량 안전장치의 안전율은 10-6 또는 10-12 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속철도
각종 차내외 설비를 각종 컴퓨터로 제어 및 진단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최첨단 설비를 도입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적
용하여 운영하느냐의 문제가 안전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외국의 안전장치를 도입하여 운영중인 차량에 개량설치하고 각종 진단장비를 국산
화 개발하는 노력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도이며 그만큼 어려움도 예상된다. 또한 개발
및 개량에는 장비를 신뢰할 수 있는 RAMS 활동을 통해 신뢰성이 입증되어야 함은 물론
이다.
고속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장치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선진 장비의 도입 및 국산화
개발 등 미래 지향적인 장단기 대책이 꾸준히 계획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철도정책 관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산학연의 협력이 요구된다. 즉, 철도산업 관련
업체, 연구원 및 철도운영자, 그리고 정책부서의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은
묵묵히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꾸준히 도전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려는 노력의 산물인 것
이다. 여기에 한 외국 연구소의 표어를 소개하고자 한다.“안전을 위한 우리의 목표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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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물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구축

1. 연구개발 개요
1970년대 이후 이루어진 급속한 경제발전은 교량, 터널, 항만, 공항, 발전소, 댐 등의 사회
기반시설물과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수요를 대량 창출하였으나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많은
사회기반시설물을 건설함으로써 국내 건설업계는 성과 위주의 외형적인 성장에 반해 내
부적으로 기술경쟁력 측면의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나아가 급속한 사회기반시설
물의 건설은 구조물의 부실시공 및 노후화 또한 급격히 증가시켜 사용내구연한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었다. 동시에 이와 같은 구조물의 부실시공 및 노후화 문제는 90년대 중반 이
후, 엄청난 인명손상, 경제적 손실 및 사회적 충격을 안겨주었던 대형구조물의 붕괴(성수
대교, 삼풍백화점)와 조기철거(당산철교)라는 형태로 표면화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충격
을 거치면서, 기반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부
각되었다. 교량, 터널, 사면 등과 같은 대형 구조물의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적
절한 유지보수를 취하기 위한 건전도 평가기법을 연구하고, 이를 적용하여 실제 구조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최근 경향이다.
한편,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는 대기온도 상승과 더불어 태풍 등의 대형 강우와 지
진, 강풍, 강설 등의 자연현상을 유발하며, 이로 인하여 철도 안전이 상시 위험에 노출되
어 있다. 특히 철도 시설물은 주행하는 열차를 지지하는 구조체로 대량 수송매체인 열차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국가 시설물이며, 또한, 도로교통과 달리 대량 운송수단
으로, 열차진동·지형/지질조건 등과 같은 철도 고유의 특성을 고려해야만 하는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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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당 과제는 국가 주요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고, 위험 시설물에 대한 상시감시 및 조기경보 체계 확립함과 동시에 체계적이고 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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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국가적 대응을 위해 1) 철도시설물 센서응용기술 및 센서 네트워크 기술 개발 2) 철
도시설물 정보공유분석시스템 및 DB 개발 3) USN 기반 철도시설물 안전관리 네트워크
test bed 구축 4) 철도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기준치 제안 5) 통합운영센터 연계방
안 설정 등을 통하여 철도 시설물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실용화 및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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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수│철도공단 KR기술연구소 연구기획파트 부장
(kwen6890@hanmail.net)

하는 핵심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까지 연구기간 중 1차년도
(07.7~7.11) 연구성과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기반시설물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설물 관리주체

건설교통부
상시 안전감시시스템

정보공유분석시스템

공유분석시스템

정보획득

Standard
Interface

안전상태 확인

정실
보시
입간
력

시
행

통합시스템

상황파악

조기경보
신속대응

네트워크확산
의사결정
통합지휘

DB
안
전
관
리

분석평가

상황보고·전차 자동화시스템

네트워크 통합운영시스템

이상징후 발생

상시감시

보고,전파,대응
동시성 확보

e-상황보고
e-상황전파

시설물 관리주체
신속대응
최적조치

통합관리
공항시설
조기경보
신속대응

상시감시시스템

피해최소화

대형건축물

자동 보고·전파

첨단센서 활용
전화,FAX에서 첨단 네트워크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시를
내려야 하는데?

FBG센서

BOTDA

스마트센서

GPS

RFID/USN 이미지센싱 기존 센서

지령

전파
현장 착용형컴퓨터

대응정보/이력의 e-Reporting

보고

확인

자동화시스템

회사결정자

<그림 1> 연구개발 개요도

1) 필요성

㉮ 철도 시설물은 주행하는 열차를 지지하는 구조체로 대량 수송매체인 열차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중요한 국가 시설물임

고유의 특성을 고려해야만 하는 문제로 차별화되기 때문에 독 립적인 안전관리 네트워
크 구축이 요망

TRENDS 2

㉯ 또한, 도로교통과 달리 대량 운송수단이며, 열차진동·지형/지질조건 등과 같은 철도

(1) 정의
당 과제는 철도시설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철도시설물의 안전 관리 시스템 현
황 및 기술지원, 자문 등을 수행하는 핵심기술개발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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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기술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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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핵심기술의 범위
세부과제명

핵심기술명

설명 및 정량적 정의

기술범위

철도터널 변상

첨단센서를 이용하여 철도

●

철도터널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이터 선정

및 붕락 상시

터널의 최적 실시간 감시시

●

철도터널용 첨단센서 표준화기술개발

안전 감시체계

스템을 개발하는 기술

●

데이터 획득 및 통신체계기술개발

●

철도터널 최적 실시간 감시시스템 개발 : 관리기준치 설

구축 기술개발

정 포함

첨단센서를 이용

첨단센서를 이용하여 철도

한 철도사면

사면의 최적 실시간 감시시

안전관리

스템을 개발하는 기술

●

시스템 경제성 분석

●

철도사면 안정성 평가를 위한 요인 추출 : 감시시스템 구
축을 위한 데이터 선정

●

기술개발

철도사면용 첨단센서 표준화기술개발 : 관리기준치 설정
포함

●

데이터 획득/통신체계기술개발

●

철도사면 최적 실시간 감시시스템 개발

●

시스템 경제성 분석

●

철도시설물 위치정보, 지형·지질 정보 등에 대한 표준

철도 시설물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구축

철도 시설물

철도시설물에 대한 표준

DB 및

DB스키마와 데이터 저장

정보공유

및 처리기술을 개발하여 네

●

데이터 저장방식 및 관련 DB 스키마 분석

시스템 개발

트워크 test bed 지원기술

●

센서응용 및 네트워크 관련 기술과 완전 연동된 데이터

DB스키마 개발

개발

저장 및 처리기술 개발 방향 설정
●

철도시설물 DB시스템 시범운영

●

Easy to Use & Easy to Understand 인터페이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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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시설물별

강우, 지진, 강풍 등의 위협

●

철도안전관리 정보공유분석 대상 설정

안전관리 기준

요인에 대한 사전 안전확보

●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철도 영업손실 분석

차원의 철도운영 체계화 방

●

안전위협요인에 따른 안전관리기준 시뮬레이션

안(제도화) 기술

●

철도시설물별 안전관리기준 개발 및 보완

철도시설물

통합운영센서에서의 집중화

●

종합재난상황관리시스템 시범운영 : 네트워크 test bed

안전관리 네트워크

된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통합운영

연계/운영방안

기술개발

연계
●

열차운행을 고려한 재난상황 관리 방안 마련

●

운행 열차로의 유비쿼터스 기반 정보전달 방안 구축

네트워크 운영센

시설물별 Module의 통합

●

철도 시설물 안전관리 네트워크 모형 및 Local 센터 운영

터 test bed 기술

기술 및 운영 방안

●

국가 주요 시설물 네트워크 센터와의 연계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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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목표
유비쿼터스라는 시대적 키워드에 부응하여 세계적으로 센서응용기술 및 센서네트워크
기술, DB 시스템 표준화 및 정보공유분석기술,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다양한 분
야의 기술혁신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흥하고, 세계적 추세에 이끌려가던 구시대적 발상
의 전환을 통해 선진기술을 대등한 입장에서 견인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기술개발 및
국민의 안전관리 요구에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국가 주요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시설
물에 대하여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위험 시설물에 대한 상시감시 및 조기경보
체계 확립함과 동시에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국가적 대응을 위해
1) 철도시설물 센서응용기술 및 센서 네트워크 기술 개발
2) 철도시설물 정보공유분석시스템 및 DB 개발
3) USN 기반 철도시설물 안전관리 네트워크 test bed 구축
4) 철도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기준 개발
5) 안전관리 정보 통합운영관리방안 마련

기술

세부핵심기술
주요연구내용

핵심요소기술

철도교량의 스마트

철도터널 변상 및

첨단센서를 이용한

광섬유센서 기반 지

철도시설물 DB표준

상시 모니터링 시스

붕락 상시 안전감시

철도사면 안전관리

하철 안전관리 기술

화기술 및 통합 운

템 기술

체계 구축기술

기술

●스마트센서 활용기술
개발
●모니터링 기술개발
●관리기준치 기술
●시범구축 3개소

●광섬유센서 활용기술
개발
●모니터링 기술개발
●관리기준치 기술
●시범구축 3개소

●센서응용/네트위크
운용 기술개발
●모니터링 기술개발
●관리기준치 기술
●시범구축 5개소

센서응용 및
센서 네트워크

상시 감시
시스템

<그림 2> 연구개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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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별
관리기준치

영기술
●스마트센서 활용기술
개발
●모니터링 기술개발
●관리기준치 기술
●시범구축 2개소

시설물
별열차
운전규제기준

시설물
DB표준화

●철도시설물 DB시스
템기술
●정보공유분석기술
●통합연계기술

정보공유분석

KOREAN RAIL TECHNOLOGY

세부핵심

TRENDS 2

선진화 된 시설물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u-Safe KOREA 실현
철도시설물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 구축

KOREAN RAIL TECHNOLOGY

Trends 1 고속철도차량 안전장치의 현황과 전망

Trends 2

▶ Trends 2 철도시설물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구축
Trends 3 중국의 국제 철도 운영 현황
Trends 4 일본 RTRI의 방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현황과 전망
Trends 5 아시아레일패스 도입을 위한 유레일패스 소개
Trends 6 도로-철도 교차로 (HRIs)의 ITS, PTC 기술 적용

>>

>

>>

등을통하여‘철도시설물안전관리네트워크시범구축’
이당과제의목적이다. 당과제에서
목표로하는‘철도시설물안전관리네트워크시범구축’
은중앙재난상황관리시스템에부흥
함과 동시에 철도분야 시설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센서 및 관련 시스템 기술 개발,
병렬시스템과 철도통합시스템의 DB 시스템 기술 개발, 철도 통합 DB 시스템과 중앙 DB 시
스템(Local-Main)의 정보공유분석방안 구축과 더불어 철도 특성을 고려한 안전위협요인 발
생/우려시안전관리기준등의연구를추진하여보다안전한철도구현을실현하고자하였다.

3. 1차년도 연구 내용
1) 첨단센서를 이용한 철도사면 안전관리 기술 개발 방향 설정

(1) 철도사면 기능분석에 의한 데이터 추출대상 선정
(2) 철도사면분야 첨단센서(광섬유센서, GPS, A/E센서 등) 비교분석
(3) 계측항목 및 부착위치결정, 광케이블 연계방안 검토
(4) 철도사면 안전관리 네트워크 대상개소 선정(5개소) 및 세부 로드맵 작성
(5) 철도사면 응용기술 설계 범위 및 방향 검토
(6) 철도사면의 안전관리 현황분석, 관리기준치 및 안정성 평가 비교분석

2) 철도시설물 정적 및 동적 DB 표준화 및 정보 모델 설계

(1) 철도 시설물의 기존 DB 분석을 통한 정적 DB 표준화 및 정보 모델 설계

TRENDS 2

(2) 철도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분석 및 센서계측 정보체계 분석을 통한 준-실시간 정보
처리를 위한 동적 DB표준화 및 정보 모델 설계
(3) 철도시설물 정보의 국제 표준조사 분석
(4) 유관 정보의 관계 분석을 통한 및 무결성 설계

KOREAN RAIL TECHNOLOGY

3) 철도시설물 안전관리네트워크 통합운영기술개발 방향정립

(1) 기존시스템분석에따른문제점분석및개선사항도출협의
(2) 시스템 통합방향 설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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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도터널 변상 및 붕락 상시안전감시체계 구축 기술 개발 방향 도출

(1) 기능분석에 의한 데이터 추출대상 선정
(2) 첨단센서(광섬유센서, GPS, A/E센서 등) 비교분석
(3) 계측항목 및 부착위치 결정, 광케이블 연계방안 검토
(4) 안전관리네트워크 대상개소선정(3개소) 및 세부 로드맵 작성
(5) 응용기술 설계 범위 및 방향 검토
(6) 안전관리 현황분석, 관리기준치 및 안정성 평가 비교분석

5) 광섬유센서 기반 지하철 안전관리 기술 개발 방향 설정

(1) 지하철 NEEDS 및 기능분석에 의한 데이터추출대상 선정
(2) 첨단센서(광섬유센서, GPS, A/E센서 등) 비교분석
(3) 계측항목 및 부착위치 결정, 광케이블 연계방안 검토
(4) 지하철 안전관리 네트워크 대상 개소 선정(2개소) 및 세부 로드맵 작성
(5) 지하철 응용기술 설계 범위 및 방향

4.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연구성과의 활용방안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물 관리주체 중심의 네트워크 시범 구축
· 독립병렬시스템 방식의 개발 : 관리주체의 지속적 활용
· IT 표준화를 통해 확장성 및 연계성 확보
·기존 시스템과 병용함으로 인해 개발시스템 실효성 입증
· 향후 실제 시공현장이나 설계단계에 적용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차년도]
·센서응용기술개발 방향
·대상개소 선정 및 설계안 작성
·관리기준치 개발방향 설정
·정보전달방안/기존 시스템연계
·정보공유 및 정적/동적 DB 설계

실제 사용자(관리주체)와 연구진의 의견 통합, 기술보완 ⇨u-KOREA 사업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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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 시설물별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확산

●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구축 2개소

● 건설교통부 중심의 표준모델 구축 및 활용

● 센서응용기술 검증 및 실내시험,관리기준(안) 개발

KOREAN RAIL TECHNOLOGY│08.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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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TRENDS 2

철도 시설물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 구축

KOREAN RAIL TECHNOLOGY

Trends 1 고속철도차량 안전장치의 현황과 전망

Trends 2

▶ Trends 2 철도시설물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구축
Trends 3 중국의 국제 철도 운영 현황
Trends 4 일본 RTRI의 방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현황과 전망
Trends 5 아시아레일패스 도입을 위한 유레일패스 소개
Trends 6 도로-철도 교차로 (HRIs)의 ITS, PTC 기술 적용

>>

>

>>

2) 연구성과의 기대효과

1차년도 기대효과
계획

사용성,안전성 및 경제성 극
대화 도모
Life cycle전반에 걸친 기술 도
약 실현

센서
응용
기술

레일변형 및 좌굴영향 평가
가 가능한 철도특성 반영
고속철도구간의 지장물검지장
치국산화

DB
설계안

안전
기준vs데이터의 상호보완
관리
분석을 통한 최적 모니터링
기준
시스템 구현
여과없이 적용되는 국외기준 검증

철도
시설물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구축

개소별 특성에 따른 효율적
효율성
계측시스템 계획(안) 작성 기
능
센서활용/위험경보시스템/건전도평
가/통합운영 기술에 대한 우위확보

최적 시설물 안전관리 프로
세스 제공으로 차세대 DB기
술 기반 마련
총체적 재난 위기관리 체계로 적
용 가능

센서응용기술 분야 특허출원,
최적시스템 구축 기법 등으로
제품화 가능: 수입대체 및 수출
증대 효과
안전확보에 의한 물류비 절감

시장
확보

5. 활용실적

TRENDS 2

노선

KOREAN RAIL TECHNOLOGY

1차
TEST BED
현장위치

Km정

Code

역간

계측기기

영동선 098k490~099k570 영동T-098k490 통리-심포리 OFS시스템(FBG센서,인터로게이터),기존센서 시스템
영동선 053k470~053k510 영동S-053k470 현동-분천

OFS시스템(FBG센서,인터로게이터),좌굴/유실검지장치

US-Korea Joint Project for Bridge Monitoring Test Beds(2007~2010, Co-sponsored by the US-NSF)

- 국내참여기관 : 과학기술원, 철도기술연구원, 시설안전기술공단 - 미국참여기관 : lllinois대, Michigan대, Lehigh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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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면 1개소

인구성과품 적용

철도터널 1개소

Dynamic
strain
amp.

VISION
(DAQ)

철도교량 1개소(기존시스템인계)

6. 활용계획
1) 당해연도 연구성과는 철도시설물을 대상으로 실내시험 및 모델테스트를 거쳐 현장 및

을 유도하고, 국민의 재산과 인명보호에도 기여할 것임

2) 손익관점에서 철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네트워크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을

TRENDS 2

선로 변에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아갈 것이며, 이를 통해 철도에 의한 안 정적인 물류 수송

나, 당 연구개발사업에서는 광섬유센서 응용기술 및 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과업범위에 포
함시켜 수입대체효과 및 수출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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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이므로 직접적인 이익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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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1 고속철도차량 안전장치의 현황과 전망

Trends 3

Trends 2 철도시설물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구축
▶ Trends 3 중국의 국제 철도 운영 현황
Trends 4 일본 RTRI의 방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현황과 전망
Trends 5 아시아레일패스 도입을 위한 유레일패스 소개
Trends 6 도로-철도 교차로 (HRIs)의 ITS, PTC 기술 적용

중국의 국제 철도 운영 현황

중국은 동부연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이 아시아대륙에 인접하고 있어 대륙과 인접
한 국가와의 교역은 주로 철도 및 도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철도는 내륙운송에
서 중·장거리 운송과 대량운송의 장점을 지니고 있어 내륙운송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주요 내륙 국경지역 교역현황을 철도운송을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1. 중국의 국제철도 운영 현황
○ 운영 관련규정 및 협의체

중국은 1951년에 중국-구소련, 1952년에
중국-구소련-몽골, 1954년에 중국-북한,
1955년에 중국-베트남, 1992년에 중국카자흐스탄과 각각 국경철도협정을 체결
하여 국제여객 열차 및 화물열차 운행을
개시하였다. 이들 국가와 국제철도운송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당사국간에는 국경
철도협정을 체결하고 기타 제반사항에 대
해서는 국제철도운송기구(OSJD1))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열차를 운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객운송은‘국제여객연운(國際 客 運)협정’
,‘국제여객연운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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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국제연운차량사용규칙’
,‘국제여객운송운임규정’
,‘국제철도여객연운청산규정’
등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화물운송에서는‘국제화물연운협정’
,‘국제화물연운협정취급세
칙’
,‘국제화물운송운임규정’
,‘국제연운차량사용규칙’
,‘국제철도화물연운정산규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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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국가 간의 국제철도 운송을 위한 협의체로는 양국 철도 관
계 당국 간에 국경철도 운영계획을 협의하는“국경철도운영회의”
를 매년 1회 개최하여 필
요한 내용에 따라 국경철도의정서를 체결하고, 세부 운영사항을 협의하는 국경역장 회의
를 정기적으로 월 1회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임시국경역장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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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현│코레일 철도연구원 경영연구팀 경영학박사
(shcho328@hotmail.com)

○ 국경역 운영일반

일반적으로 국경역에서는 C·I·Q(Customs, Immigration and Quarantine)수속을 하
고, 수·소화물 및 차량의 인수·인계를 시행하고 이를 위해 양국에서 차량의 인수, 인계
및 관련 업무를 위해 해당국가에 직원을 상호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있다. 특히 중국/러
시아, 중국/몽골 간 국제열차는 궤간의 차이로 인해 국경역에서 대차를 교환하는 방식을
통해 열차를 운행하고 있으나, 중국/북한, 중국/베트남 간은 궤간이 동일하여 대차교환
없이 국경역에서 객차를 각각 자국의 열차편성에 연결하여 운행하고 있다.
반면, 화물운송에 있어서는 궤간이 상이한 중국/러시아, 중국/몽골, 중국/카자흐스탄 간
은 환적 또는 대차 교환방식에 의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국경역에는 양국에서 번갈아 가
며 1년씩 담당하는 셔틀기관차와 승무원을 상주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중국/북한
간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북한 간에는 셔틀기관차로 국경역 사이
를 운행 한 후, 각각 자국의 열차에 편성시켜 운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베이징/평양
간의 직통 객차는 1주에 4왕복(상호 2왕복)으로 3량 편성을 기본으로 하고 수요 증가 시에
는 증결하여 운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물은 국경역에서 C.I.Q 수속 후, 열차를 출발시키며, 열차의 타국 입국시에
는 인수받는 국가 측에서 환적 및 인수·인계를 시행2)하고 있다. 즉, 상대국의 화물열차
가 도착하면 도착선에서 화물송장의 번역, 인수·인계 및 세관검사가 약 1시간 이내에 이

1)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S 의 러시아식 표기인 ОРГАНИЗАЦ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
А ЖЕЛЕЗНЫХ ДОРОГ 약자인 ОСЖД의 영문표기, 국제철도협력기구, 1956년 결성, 폴란드 바르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
며 과거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국가 중심으로 결성되어 서유럽 국가중심의 OTIF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Rail)와 양대 유럽철도의 협력기구체제를 유지
2) 통상적으로 90% 이상의 화물을 환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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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당 환적시간은 2시간 이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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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며 궤간이 다를 경우에는 환적선에 차입하여 환적 실시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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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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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열차 운행 현황
운행 구간

거리

소요 시간

운행 요일

운행 형태

베이징~단동~신의주~평양

1,371km

25시간

월,수,목,토

국경역에서 자국열차연결

베이징~핑샹~동당~하노이

3,029km

38시간

월,금

국경역에서자국열차연결(2량)

베이징~알렌호트~자민우드~울란바토르

1,561km

30시간

화

국경역 대차 교환(중국객차)

베이징~알렌호트~자민우드~울란바토르~모스크바

7,865km

127시간

수

국경역대차교환(중국객차)

베이징~만저우리~자바이칼스크~모스크바

9,025km

139시간

토

국경역대차교환(러시아객차)

하얼빈동~쑤이펀허~블라디보스톡~하바로프스크

1,355km

35시간

수,토

국경역에서 자국열차 연결

후허하오트~알렌호트~자민우드~울란바토르

1,210km

36시간

월,금

국경역대차교환(중국객차)

○ 주요 국경역 현황
국경역 명칭
거리

주요 연결노선

처리량

9.8km

하얼빈-만주리(TMR)-TSR

1,355만톤

20km

TCR-아라산쿠-중앙아시아

940만톤

자민우드(몽)

10km

에렌호트-울란바토르-TSR

625만톤

그로테코보(러)

31km

하얼빈-수이펀허-TSR

570만톤

중국측

상대측

만저우리

자바이칼스크(러)

아라산쿠

드르즈바(카)

알렌호트
수이펀허
단

둥

신 의 주(북)

3.1km

심양-단동-평의선(북한)

78만톤

투

먼

남

양(북)

3.4km

심양,장춘-투먼-남양-나진

48만톤

지

안

만

토(북)

11.1km

심양-지안-만포-개천-평양

7만톤

※ 물동량 : 중국 측 국경역의 2004년 말 기준, 수출입 화물

수이펀허
Heilongji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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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
Balkhash

만저우리

아라산코우

Nei Mongol

알렌호터

Jilin

Liaoning
Hebei

Xinji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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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gxia

Shanxi
Shandong

Qinghai

Yellow
Sea

< 주요 국경역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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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주요 내륙국경의 교역실적과 철도
중국의 대륙과 주요 접경지역 중에서 대표적인 내륙교역통로는 중국/러시아간의 만주리,
중국/몽골간의 아렌호터, 중국/카자흐스탄간의 신쟝지역이다. 이들 지역에는 철도를 포
함하여 도로를 통한 교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1) 내몽고자치주 만주리(

만주리(

) 지역

)는 내몽고 후룬베이얼(

)시의 서부, 러시아와 접경지역에 위치

하고 있는 전체면적 약 696.3㎢의 지역으로 해당지역 철도는 1900년부터 건설·운영되
어온 중국 북부의 주요한 육상 국경물류 중심도시이다. 만주리는 러시아의 호우뻬이쟈스
크(

) 지역과 철도와 도로를 통해 연결되고 있는 중국 최대 육상국경 지역으

로 중국 동북지역 및 내몽고 지역에서 러시아, 유럽 각국과 연결되는 교통중심지이기도
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유라시아랜드 브릿지의 핵심지역이기도 하다.
2006년 만주리를 통한 수출·입 화물 통관 처리량은 2,171.03만 Ton으로 전년대비
23.9% 성장하였으며 그 중 수입화물 통관 처리량은 2,035.63만 Ton으로 전년대비
24.4% 성장, 수출화물 통관량은 135.4만 Ton으로 전년대비 17.1% 성장을 기록하였다. 또
한 2006년, 만주리를 통한 출·입국 인원은 169.15만 인·차로 전년 대비 6.4% 감소하였
으며 그 중 입국인원은 84.38만 인·차로 전년대비 6.4% 감소, 출국 인원은 84.77만 인·

이러한 인적 물적교류에 따른 만주리 세관의 2006년, 관세 및 기타 관련 징세 금액은
69.07억 런민비(인민폐: RMB)로 전년 동기 대비 64.7% 성장하였으며 그 중 관세는 2.27
억 RMB로 전년대비 1.3% 감소, 수입관련 각종 제세수입은 66.8억 RMB로 전년대비

TRENDS 3

차로 전년대비 6.3%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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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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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몽고 알렌호터(

) 지역 통관현황
Baikal

러시아
만주리

H

몽 골

알렌호터

Nei Mongol

Liaoning
Hebei

injiang

Ningxia

< 만주리와 알렌호터 국경지역 >

알렌호터는 내몽고자치구 시린구오러멍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서·남의 삼면이
수니터(

) 초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으로는 몽골의 쟈먼우드(

)와 접

해있는 중국과 몽골을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통관 지역으로 특히, 아렌호터는 중국 국무원
이 처음 비준한 중국의 13개 국경개방 도시 중의 한 곳이다.

TRENDS 3

해당지역은 1956년 1월, 베이징( 京)/울란바토르(

)/모스크바(莫斯科)간의 국제

철도 운행이 정식으로 개통되어 현재까지 동 지역을 운행하고 있으며 알렌호터는 1992년
에 도로 통관 업무도 정식으로 개시하였다. 알렌호터의 연간 통관처리 능력은 약 4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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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 규모이며 그 중 철도통관 능력은 350만 Ton, 도로통관 능력은 약 100만 Ton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알렌호터는 중국의 베이징에서 출발하여 몽골을 경유, 모스크바를
통해 유럽 각국과 연계되는 유라시아랜드브릿지의 최단거리 노선을 통과하는 지점이자
중국의 주요 내륙국경 물류 중심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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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쟝 위구르 자치구 통관현황

카자흐스탄
Lake
Balkhash

아라산코우

키르키스탄
Xinjiang

Ningxia

< 신쟝위구르 국경지역 >

신쟝 위구르자치구는 세관 및 관련 부문의 공동노력으로 통관 관련 각종 환경개선의 결과
로“제11차 5개년 개발계획”
의 시작년도인 지난 2006년 실적이 물동량이나 교역액, 출·
입국인원 등 전반에 걸쳐 많은 성장이 있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을 기록, 이 중 관광객은 925,441인·차로 전년대비 35.4% 증가, 비즈니스 관련 출·입국
인원은 258,425인·차로 전년대비 2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전체 자치구 관내를
출·입한 운송장비는 214,788량·차로 전년대비 27.2% 성장하였으며 출·입국 운송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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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쟝 위구르자치구 전역의 출·입국인원은 1,302,908인·차로 전년 대비 27.4% 성장률

신쟝 위구르자치구 전역에서 처리한 수출·입 화물량은 1,627.5024만 Ton으로 전년대비
26.6% 증가, 그 중 수입화물량은 1,156.5211만 Ton(파이프운송 138.65만 Ton 포함)으로
전년대비 20.7% 성장, 수출화물은 467.9813만 Ton으로 전년대비 44% 성장하였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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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는 비행기 4,176대, 열차 11,274열차, 자동차 199,338대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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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를 통한 수출·입 화물 처리량은 1,311.2614만 Ton으로 전체 신쟝 위구르 자치구 통
관 화물량의 80.72%를 차지, 도로운송을 통한 화물처리량은 172.7175만 Ton으로
10.63%, 항공운송을 통한 화물처리량은 1.8735만 Ton으로 0.12%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특히, 해당지역은 중국/카자흐스탄 간의 파이프라인을 통한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곳으
로 2006년 원유수입량은 계획량인 138.65만 Ton을 초과한 206만 Ton을 운송하여 전체
수출·입 물량의 8.53%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쟝위구르 자치구를 통한 교역액은 82.8023 억 달러로 전년대비 19.3% 증가, 그 중 수출
액은 48.0448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3% 성장, 수입액은 34.7575억 달러로 전년대비
5.8% 성장하였다. 특히, 수출품 중 관광객들의 상품구매 규모는 약 1.037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8.2% 증가하였으며 국경지역 주민들의 타국과 교역금액은 2,740만 달러로 전년대
비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쟝위구르 자치구는 많은 지역에서 내륙교역이 행해지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지
역은 아라산코우(阿 山口)이다. 카자흐스탄과 접경지역인 아라산코우역은 신쟝위그르
자치구가 처리한 교역물동량의 89%를 처리하고 있다. 아라산코우를 경유한 출·입국 인
원은 123,302 인·차로 전년대비 25.2% 증가하였으며 그 중 관광객은 69,253인·차(입
국 35,622인·차, 출국 33,631인·차)로 전년대비 39.3% 증가하였으며, 비즈니스 관련
출·입 국 인원은 54,049인·차(입국 27,056인·차, 출국 26,993인·차)로 전년대비

TRENDS 3

10.9% 증가하였다.
또한 아라산코우의 철도를 통한 출·입국 인원은 54,139인·차(입국 28,196인·차, 출국
25,943인·차)로 전년대비 21.6% 증가, 또한 자동차를 이용한 출입국 인원은 15,1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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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국 7,426인·차, 출국 7,688인·차)로 전년대비 11.5% 증가하였다. 아울러 수·출입
화물 처리실적은 1,462.7335만 Ton으로 전년대비 30.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그
중 수출화물은 325.9149만 Ton, 수입 화물은 1,136.8186만 Ton이었다. 그 중 철도를 통
한 수출·입 화물 처리량은 1,311.2614만 Ton으로 전년대비 18.5%의 성장을 기록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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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중 수입은 998.0511만 Ton, 수입화물은 313.2103만 Ton을 기록하였다.

3. 국제철도 운영과 시사점
중국정부는 급증하는 국제교역량의 증가와 국가물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통관 과정의
운영효율화, 정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대통관’정책을 2002년부터 시행함으로써 국경
역이나 항만, 공항 등에서 보다 효율적인 통관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
다. 또한 광활한 국토의 내륙지역과 인접한 국가와의 교역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국가 간
철도연결노선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국제철도건설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접국가와의 국
제철도노선 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의 중장기 국제 철도 건설계획
To kazakhstan
카자흐스탄향노선
(드루즈바)

To Chita
치타향노선
(만조우리)

러시아향노선
(허이허)

To Ulanbator & Ulan Ude
울란바토르 / 울란우데향노선
(얼랜호터)
러시아노선
(수이펀허)

쿤밍 - 뢰이리 - 미얀마
국경철도 620km
쿤밍 - 징흥 - 라오스
국경철도 750km

< 중국의 중장기 국제철도 건설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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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 - 허커우 - 베트남
국경철도 38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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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yongYang
평양향노선
(단둥)

라사 - 시가제 - 걍토크
인도국경철도

TRENDS 3

카스가르 - 투얼가터
우즈벡국경철도 16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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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RTRI의 방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현황과 전망

일본은 주위가 바다로 둘러싸인 남북으로 긴 섬나라이며, 장마와 태풍을 동반한 호우, 겨
울철의 폭설, 계절성을 가진 태풍의 발생 등 지역별로 다양한 기상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
한 험준한 지형과 급구배의 하천 등 지형조건에 의한 침식·운반·퇴적 등이 활발히 일어
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지형변화의 과정에서 다양한 사면재해를 동반한다. 또한 지
진 다발권역에 있고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세계유수의 활동성이 높은 지질
환경으로 알려져 있는 등 다양한 자연환경 조건에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조건은 다양한 외력(外力)으로서 자연재해의 직접적인 원인과 요인이 되어 다양
한형태의재해를발생시킨다. 이를위해방재기술에서는다양한외력에대한개별대책을강
구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방재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일본철도기술종합연구소(이하, RTRI라고함)에서의방재기술에관한최근의연
구개발의개요를주요대상이되는외력에대하여정리하여소개하고자한다.

1. 자연외력과 재해발생개소
자연외력은 우리들의 생활권인 지구표층 혹은 대기중에서의 지상(地象)적, 기상(氣象)적
인 자연현상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작용력이다. 이러한 자연현상은 인간의 활동이 일어나
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면 직접재해는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철도방재의 대상으로서 직
접적, 간접적으로 그 외력에 의한 현상이 철도운행에 지장을 미치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외력이 발생하는 장소의 조건과의 조합에 의해 재해로서의 형태나 규모 등

TRENDS 4

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표 1]은 자연외력과 재해발생개소(주로 지형과 철도시설 등의 조건)를 조합시키고 이에
대한 방재기술 분야에서의 대웅의 필요성의 정도를 정리한 결과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

KOREAN RAIL TECHNOLOGY

서 재해기술 분야에서 대상으로 하는 주요 외력으로는 강우(지하수), 지진, 바람, 설빙 등
과 자연조건하에서 진행하는 풍화(노출에 의한 경년열화를 포함)를, 또한 발생개소의 조
건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방재기술로 대응해온 지형조건과 주요 철도시설을 들 수 있다.
또한 [표 1]의 중간부분에 있는 미기입의 조합조건은 재해발생의 확률은 0은 아니지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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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서 대응해야하는 구체적인 기술과제가 명확히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표 1] 각종 조건의 조합과 방재기술의 대응
주요 자연외력
강우 ·지하수

발생개소의 조건

지진

바람

눈

풍화 등

자연사면
절취사면

사면

성토

지형·
시설 등

교량

하천

계류사면
기타 구조물

주) ◎ : 대응의 필요성이 크다, ○ : 대응의 필요성이 있다, △ : 대응의 필요성이 약간 있다

[표 1]에 나타난바와 같이 방재기술은 다양한 외력과 장소 조건의 조합에 대하여 개별의
과제로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철도시스템의 안전·안전수송에 이
바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에 기초한 종합적인 방재체제의 구
축이 요구되는 점이 방재기술 분야의 하나의 특징이다.

2. 자연외력별 연구개발 현황
1) 강우(지하수) 재해에 대한 대응

가. 강우에 의한 사면의 붕괴위험도 평가기법
이며 예전부터 절취측면과 성토 등에서의 붕괴발생 메커니즘의 해명과 위험도 평가방법
의 개발을 진행시켜왔다. 이러한 성과를 기초로 하여 보다 합리적인 운전규제의 검증 및
설정방법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지형을 고려한 사면표층부의 지하수변동 모델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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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나 지하수가 원인이 되는 사면재해는 철도에서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재해중의 하나

나. 사면재해에 관한 리스크평가 기법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강우에 의한 사면재해에 대해서는 개별사면의 위험도 평가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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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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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밀도 향상을 중요한 목표로 연구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철도사업자가 필요
한 대책을 강구할 경우에는 선구의 수송밀도 등의 특성도 주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그러
나 실제로는 선구의 특성과 강우에 대한 사면의 내구성의 양면을 고려한 경험적인 붕괴방
지공 등의 하드대책과 운전규제의 최소한도 값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운전지장이나 피해발생에 이르는 재해리스크를 정량적으로 분석, 평가한 후에 실
제의 방재계획을 위한 판단자료로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기초적인 검토를 추진하고 있
다. 예를 들면, 특성이 다른 복수의 선구를 대상으로 한 방재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면
강도와 운전규제치의 양면을 고려한 정량적 지표에 의한 방재투자가 필요하게 된다. 구체
적으로는 사면의 한계우량에 의한 평가기법으로 사면붕괴위험도를 구한 다음에 그 사면
의 과거 강우이력으로부터 붕괴위험도와 실제의 운전규제값을 검토한 후 설정한 사면붕
괴에 의한 피해 발생확률을 산출하고 이것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손실액으로부터 그 사
면이 가진 연간 손실액(리스크)을 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이 방법의 검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강우에 의한 토사사면의 붕괴뿐만 아니라 낙석 등의 재해를 포함한
사면재해전체의 리스크평가방법으로 발전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다. 하천 증수시의 교각안정도 평가방법
강우에 의한 하천 방재기술로서 개별 교각의 세굴발생에 관한 불안정교량의 평가방법, 추
출방법 및 하천 증수시의 교각 모니터링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추출방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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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사례조사의 분석과 전반검사를 위한 조사표를 제안하고 또한 세부적인 검사단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하천 증수시에 있어서 교각의 진동에
착안한 안정도의 평가기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모니터링기술로서는 앞서 서술한 교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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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의 건전성 평가기술의 정밀도 향상과 하천교각의 보수관리의 효율화를 목표로 한 시스
템의 시작품제작과 현지시험에 의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2) 지진재해에 대한 대응

가. 조기지진검지·경보시스템의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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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의 공동개발에 의해 조기지진검지기법과 최근의 지진데이터에 의한 피해추정기
법을 채용한 새로운 조기경보용 지진계를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칸
센 시스템의 실용화에 제공되고 있다. 현재는 P파 검지기법의 정밀도 향상과 경보판단의
신속화·정확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나. 공적 지진정보의 활용방법
기상청이 본격적으로 송신을 시작한 긴급지진속보를 활용한 지진경보시스템을 개발하여
JR재래선 등에 실용화 하도록 제공하였다. 그밖에 위성방송에서의 수신과 GPS에 의한
이동체(주행열차) 스스로가 지진의 영향을 판단하는 시스템과 기상청 등으로부터의 실측
지진움직임에 대한 세부정보의 활용방법에 대한 연구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면적추
계(面的推計) 진도정보 등을 활용한 지진후의 안전 확보와 운전재개지원시스템의 개발,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 지진재해의 리스크 평가 기법
1.0

철도에서는 지진재해에 대하여 사전

V =270km/h

0.9

에 시설의 내진성을 향상시켜 피해

V =200km/h
0.8

V =100km/h

발생을 방지하는 것과 함께 아울러

0.7

0.5

열차운행을 제어하여 피해의 경감을

0.4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

0.3

진재해에 대한 리스크의 분석과 평

0.2

0.0
0

20

40

60

80

100

선의 지진위험도, 시설의 피해발생
확률 및 피해에 의한 손실(리스크)

<그림 1> 신칸센의 조기지진경보에 의한 여유시간증대에 동반한
주행위험율 저하의 계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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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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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법의 기초적인 검토로서 철도연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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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방재에 대한 투자와 운전규제 방안을 검토하는 지원기술의 개발로 현재까
지의 지진 위험도평가에 이용 가능한 면적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철도연선의 위험도 평
가방법 등의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그 하나의 예로 조기지진경보에 의한 열차제어의 여
유시간증대가 지진시 운전규제의 안전성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한 결과가 <그림 1>과
같이 나타났다.

라. 석적벽(石積壁)의 내진보강공법
지진대책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내진·면진기술과 차량, 궤도측에서의 기술개발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최근 방재기술연구부에서 추
진한 성과로써 석적벽의 내진보강공법의 개발이 있다.

3) 강풍재해에 대한 대응

가. 자연풍 중에서 차량에 영향을 주는 공기력 평가법
차량의 전복 한계풍속과 운전규제풍속에 관한 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자연풍 중에
서 차량에 영향을 주는 공기력을 정확화게 평가하기 위해 실물크기의 차량모형을 이용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풍동시험에 의한 검증과 계측데이터의 해석 등 변동을 포함
한 자연풍 중에서의 풍속과 공기력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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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풍특성에 의한 운전규제방법
장기간에 걸친 자연풍의 관측데이터를 해석하여 그 특성을 추출하였다. 특히 작은 풍속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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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단시간에 큰 풍속값이 되는 경우의 풍속 증가특성에 착안하여 그 특성을 운전규제에
반영하는 경우를 고려한 방법을 정리하였다. 또한 강풍에 대하여 열차의 안전성평가, 주
변지형이 변화하는 장대구간에서의 풍향별 운전규제방법의 적용성, 운전규제구간과 풍
속계 배치의 적정화 등에 대한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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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풍개소의 추출방법
철도연선의 강풍재현기대값을 구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 순서를
보면 ① 과거의 강풍사례를 수치시뮬레이션모델로 재현하고, ② 산출결과의 풍속데이터
로부터 대상지역내의 평균풍속의 재현기대값을 3km메시(mesh)로 구한 후에, ③ 기류의
수치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철도연선을 대상으로 한 200m메시의 풍속분포를 작성한다.
또한 ④ 수치계산으로 얻은 풍속의 분포와 지형요소로부터 풍향별의 돌풍율(최대순간풍
속과 평균풍속의 비)을 구하고 연선의 최대순간풍속의 재현기대값을 산출한다.
<그림 2>에서는 본 기법에 의한 가공의 선구에서의 최대순간풍속의 산출결과 예를 나타
내었다. 그림에서처럼 이 연선에서는 강풍개소(○로 표시된 개소)가 4개소이고 이러한 개
소를 풍속계 설치위치로 하는 것에 의해 강풍의 관측을 놓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적
절한 규제선구의 설정이 가능하게 되는 등 운전규제용 풍속계의 설치개소와 운전규제구
간을 검토하는 경우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기대된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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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강풍개소의 표현과 활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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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빙해(雪氷害)에 대한 대응

가. 눈사태 경비방법의 검토
철도에서의 눈사태 위험사면의 추출방법과 경비시기의 결정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
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판정기준의 검토로써 특정구
간에서의 다수사면의 경사와 식생 등의 공중사진판독을 수행하고 눈사태의 발생/비발생
을 목적변수로 하는 통계기법에 의한 발생위험도 산정식을 구하였다. 현재는 일반적인 기
상정보를 이용한 눈사태 경비시기의 설정방법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나. 젖은 눈의 눈질과 들뜬 현상의 해명
젖은 눈 구간에서의 운전규제의 적정화를 위해 젖은 눈의 물리적 성질과 열차주행에 따른
젖은 눈의 들뜬 현상의 발생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다. 대차에 붙은 빙설량의 저감방법
평활화가 곤란한 대차 및 그 주변부에 붙은 빙설량의 저감을 목표로 하여 공기의 흐름을
고려한 대책근방의 국소적인 형상변경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수치계산 및 풍동실험의
결과로부터 공기의 흐름을 대차의 외측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대차주변부의 유속저감
에 유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실물차량을 이용한 확인시험에 의해 고안된 대책공
의 대차측면에서의 유속저감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수행함과 동시에 실용적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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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공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라. 가선착상(着霜)현상의 해명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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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착상에 의한 피해경감을 위한 대책방법의 개발을 위하여 기초적인 검토로서 가선의
착상발생조건과 가선에 부착된 서리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해명을 수행하고 있으며 발생
예측기법의 제안 등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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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풍화(경년열화)에 의한 재해 등에 대한 대응

가. 암반사면의 붕괴위험도 평가
암반사면에서 발생하는 낙석의 위험도평가법의 개발을 위하여 위험개소를 수치표고데이
터와 위성화상을 이용하여 추출하는 연구개발을 추진하였다. 현재 불안정한 상태로 사면
내에 보이는 암반중의 깨진 금 등의 불연속면의 인장강도에 대한 측정방법, 풍화상황과
탄성파 속도와의 관계 등을 밝히고 있다. 또한 풍화의 진행과 암석의 화학조성의 변화에
대한 검토를 시행한 후 이러한 성과에 기초한 위험도평가법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나. 절토의 측면공의 건전도 평가방법
철도의 측면에 옛날에 시공된 긴 콘크리트와 취부공은 측면공 자체의 노령화와 배면지산
의 풍화의 진행에 의해 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절토측면공의 건
선성을 평가하는 기법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변상실태의 조사 등을 실시하
고 있으며 모델실험과 현장 상황의 비교 등에 의한 조사, 평가방법을 정리하여 건전도 평
가 매뉴얼을 제시할 예정에 있다.

이와 같이 본고에서는 방재기술의 연구개발의 현상을 소개하였다. 방재기술의 전개에 대
해서는 여러 가지에 걸친 기술과제의 해결과 함께 과제 자체의 기술수준 차를 메우는 노

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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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는 단계적인 검토를 도모하여 철도의 안전·안정수송에 기여하는 연구개발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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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현재의 기술에 기초한 과제의 해결과 종합적인 방재체제에

KOREAN RAIL TECHNOLOGY

Trends 1 고속철도차량 안전장치의 현황과 전망

Trends 5

Trends 2 철도시설물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구축
Trends 3 중국의 국제 철도 운영 현황
Trends 4 일본 RTRI의 방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현황과 전망
▶ Trends 5 아시아레일패스 도입을 위한 유레일패스 소개
Trends 6 도로-철도 교차로 (HRIs)의 ITS, PTC 기술 적용

아시아레일패스 도입을 위한
유레일패스 소개
세계가 하나를 향해서 가고 있는 분위기다. 유럽연합, 각 국가별 FTA 등 이 모든 것들이
범세계화의 신호탄들로 보인다. 세계화에서 철도도 예외일수는 없다. 이미 국경선이 큰
의미가 없는 유럽에서는 국가 간 열차운행에 따른 레일패스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
여지고 있다. 유럽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유레일패스가 판매되고
있어, 유럽여행 하면 유레일패스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다. 2006년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UNESCAP 교통장관회의에서 총 8만1천㎞의 아시아횡단철도망을 구성
하는 아시아 역내 및 인접국가 28개국을 협정당사국으로 하는 다자간 국제조약인 TAR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07년 12월 20일자 요미우리신문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오
는 4월을 목표로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 통용 가능한 선납철도카드를 개시하려한다고 보
도되었다. 아시아권의 철길도 이를 계기로 유럽에서와 같이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할 날이
머지않아 이뤄질 것이다. 이에 아시아권을 통합하는 아시아레일패스의 필요성이 검토되
어야 할 시점이 되었고, 오래전에 시행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레일패스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자는 의미로 유레일패스의 모든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유레일패스의 유래
철도는 19세기 초에 유럽에 도입되었으며, 경제성장기에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다. 그
러나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철도는 도로교통에 그 자리를 내주었다. 1950년대 후
반부터 철도는 비행기와의 경쟁을 시작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는 비용 절감을 통하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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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여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길을 추구하기 시작했으며, 이 무렵인 1959년 유레일 커뮤니
티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조직은 13개국 철도회사들의 느슨한 결합체였으나, 2차 대전
후 북미 특히 미국의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자 유레일패스를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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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철도시스템을 경험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 제도는 여행자들이 열차표를 매번 사는 번거로움과 다양한 화폐를 지니고 다니는 불편
함을 덜어주고자 시작되었으며, 지점 간 여행에 흥미가 있는 여행객들에게는 유레일티켓
이 제공되었다. 이 제도의 성공은 유레일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었는데, 유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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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명│코레일 철도연구원 경영연구팀 차장
(smartdaddy@korail.com)

주요 국가인 영국은 유레일 커뮤니티의 비회원국으로 브리패스라고 불리는 자체의 열차
패스를 활용하였고, 또한 유럽1)의 거주자들은 유레일패스를 사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유럽과 북아프리카의 거주자들을 위한 인터레일패스가 1972년에 도입되었다. 이것은 유
레일패스와 유사하지만 2등 열차의 여행만이 허용되어졌다.

유레일패스는 미국에 있는 승인된 매매 에이전트를 통하여 판매되었고 미국인들은 달러
를 지불하고 패스를 살 수 있었다. 이것은 편리할 뿐만 아니라 유럽을 여행하는 여행자들
이 환율 변동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유럽에서 사는 것 보다
미국에서 사는 것이 경제적이었다. 최초의 유레일패스는 2개월 동안 13개국의 1등석 열차
를 무제한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이것은 후에 17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브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
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으로 확대되면서 15일에서 3개월의 범위에서 특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1960년대의 철도 승객들은 일반적으로 유럽 방문을 열망하는 젊은 미국인들이 대부분이
었다. 또한 이 기간은 미국 경제의 부흥기여서 가처분소득이 늘어난 미국의 젊은 시민들

1970년대에도 철도여행자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대학을 갓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기 전
시간을 즐기려는 젊은이들로 가득 찼다. 이들 여행객들은 돈이 많지 않아서 유럽여행을
하는 동안 비용을 줄이고자 했고, 이에 맞춰 유레일패스의 확대 일환으로 26세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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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유럽여행 특히,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을 많이 계획하였다.

도를 도입하였다. 이것은 배낭 여행객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누렸다.

1) 유럽에서 6달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은 유레일패스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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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에게 2등석까지 확대하여 돈을 절약하려는 젊은이들을 위해 유레일 영패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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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 미국의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직
장잡기를 서두르고 유럽여행을 연기하는 젊은이들이 증가하면서 유럽을 여행하는 미국
인의 숫자는 약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1990년대 초 또한 비교적 적은 관광객들이
유럽을 찾은 시기이다. 이것은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된 서유럽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이
많은 관광객들의 유입을 막았다.

1990년대 중후반 미국의 경제부흥은 다시금 유럽여행의 부활을 이끌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관광객들은 이전과는 다른 이유에서 여행을 즐겼다. 그들은 유럽의 문화를 배우고
경험해보기를 갈망하며 박물관이나 문화센터를 방문했다. 많은 미국의 학생들은 교환학
생, 교육여행 그리고 워크샵 등으로 방문하였다. 이들 관광객들에게 문화센터나 박물관
(그리고 몇 군데의 열차역은 그 자체만으로도 예술적 걸작이었다) 뿐만 아니라 시골 깊숙
한 곳까지 연결할 수 있는 열차는 가장 실용적인 교통수단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
요한 것은 유레일패스를 사용하여 여행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유레일 커뮤니티는 다양한 가격과 여행 프로그램에 맞춰 여러 종류의 유레일패스를 만
들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레일패스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2001년
에는 유럽 국가들의 철도에 대한 협력차원에서 운영되던 유레일 커뮤니티가 하나의 회
사로 거듭났으며, 현재의 유레일이 창립된 것이다. 이것은 법적인 단체로 룩셈부르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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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룩셈부르크에 등록되었다. 그러나 본사는 네덜란드의 Utrecht에 위치해 있다.
유레일은 유레일 멤버인 철도와 선박회사로 구성되어있으나, 보너스파트너라고 불리는
수많은 비회원 멤버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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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4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레일패스를 사용했고, 45만명의 사람들이 유레일
티켓으로 여행을 했다. 유레일패스의 판매는 2001년에 세계적으로 약 1억 6천 9백만 미
달러, 2002년에 1억 4천 1백만 미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1959년에 5000매의 유레일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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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판매한 이래, 유레일패스의 가장 큰 시장인 남미, 중미, 북미 등에서 2003년에 9만
장이 팔렸고, 2005년까지 천백만의 유레일패스와 유레일티켓이 전 세계적으로 팔렸다.
2006년 유레일은 26개국의 회원으로 29개국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있다.

2. 유레일패스 체험
유레일의 네트워크는 174,000마일에 걸쳐 펼쳐있고 주요한 도시들과 유럽의 관광명소들
을 잇고 있다. 주요 유레일을 구성하고 있는 철도회사들은 건전하고 깔끔하며 효율적이라
고 인식되고, 대부분의 열차 내 서비스나 편의시설은 시대에 맞게 개발되었고, 심지어는
비행기보다 우수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열차의 수준은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프랑
스나 독일과 같은 서유럽국가들에서의 열차들은 훌룡한 반면 동유럽 국가에서의 열차수
준은 효율성 측면에서 한 단계 아래다.

유레일패스는 지역 간선열차 뿐만 아니라 프랑스 TGV, 독일 ICE과 같이 속도가
300km/h를 초과하는 고속열차에도 사용가능하다. 이들 고속열차들은 빠르고 비싸지 않
으며2), 믿을만한 교통수단으로 서유럽의 주요 도시간 여행에 있어서는 비행기와 경쟁하
고 있다.

있게 한다. 어떤 행로2)에서는 선박여행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것은 열차가 배에

2) 4시간이하의 여행에서는 고속철도가 싸고 빠른 교통수단이다.
3) The Arlberg Line(오스트리아), Bernina Express(스위스, 이탈리아), FGC(스페인), The Flam Railway(노르웨이), GlacierExpress(스위스), Golden Pass(스위스), Mav Nosztalgia(헝가리), The Rauma Line(노르웨이), Semmering Line(오스트리아), 그
리고 Wilhelm-Tell-Express(스위스)
4) Puttgarden(독일) to Rodby Faerge(덴마크) 그리고 Villa S. Giovanni(이탈리아) to Messina(시실리아섬,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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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 열차들은 승객들에게 한가하게 유럽의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걷는 경험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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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더 흥미 있는 것은 여행자들에게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경관열차2)를 제공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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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어 바다를 건너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가 여행객들에게는 기억에 남
는 경험을 제공한다.

유레일 열차를 이용하는 것은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문화적 경험을 하게 한다. 그들은 세
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 들 뿐만 아니라 지역 거주민들과도 상호교감을 가능하게 한다.“열
차여행의 백미는 다른 승객들과 무릎을 맞대고 앉는 것이다. 네가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만날 때 너의 세계가 네가 상상하지 못하는 만큼 확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5) 또한 수
많은 역들은 그 자체로서 예술작품들이다.
1848년과 1854년 사이에 건축되었고 열차로 접근할 수 있는 곳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
은 곳(해발 2,600피트 이상)에 위치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Semmering 철도는 유네스
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 코스는 또한 16개의 교각과 15개의 터
널을 통과하는 놀라운 경관으로도 유명하다.

유레일은 모든 열차에서 우수한 식당시설(스넥카트와 뷔페열차)로 유명하다. 식당열차는
대부분의 식사시간대의 장거리 열차에서 사용가능하며, 만일 식당열차가 사용 불가능 하
다면 적어도 Bar나 Snack Bar 정도는 구비하고 있어서 기본 커피부터 다양한 식사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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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Jennifer L. Leo,“Eurailing 101,”www. studenttraveler.com
6) 호텔열차는 일반열차보다 편안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음과 같은 호텔열차들이 존재한다. Artesia de Nuit(프랑스와 이탈리아),
CityNightLine(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위스), Lusitania(스페인과 포루투갈)
7) Sleeper칸은 세면대와 비누, 타월, 면도기소켓, 생수, 그리고 잠글 수 있는 문, 침대는 베개, 시트, 담요가 있다. 승무원은 국경선 넘을
때나 승객들의 요청에 도움을 주기위해 sleeper 차에 항상 대기하고 있다. 그리고 칸은 커플이나 가족으로 예약하지 않는 한 남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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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있다.
8) Couchettes는 4-6명이 잘 수 있는 침대가 있는 칸이다, 각각의 침대는 시트와 담요 그리고 베개가 지원 된다 세면대는 칸 안에 존재
하지 않고, 침대는 개인이나 그룹으로 예약 가능하다.
9) Sleeperettes는 칸막이가 오픈된 열차이고 승객들은 보다 편안하게 잠을 자기위해 의자를 뒤로 젓힐 수 있다. 좌석에는 작은 머리 베개
가 부착되어있으나 담요는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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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일 열차 중 밤늦게 운행하는 열차나 호텔열차6)에는 sleepers7), couchettes8), sleeperettes9) 같은 다양한 침실을 가지고 있다. 모든 침대열차들은 밤 시간 여행하는 동안 의
자에서 침대로 전환이 가능한데, 이러한 시설의 이용에는 유레일패스로 커버하지 않는 추
가적인 비용부담이 있다.
또한 요금에는 열차운행 구간이나 등급별 차이가 있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편안한 열차
여행을 위한 특별의자나 특별 침실(추가 부담 없이)등을 제공하며, 침대차들은 여행객들에
게 호텔비를 아끼면서 여행하도록 도와 줄 뿐만 아니라 관광할 수 있는 시간도 늘려준다.

3. 고객들의 니즈에 관심을 쏟는 유레일패스
수년간 유레일은 관광객들의 여행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종류의 패스를 도입하
는데 열정을 쏟고 있다. 2001년에 도입된 유레일 선택패스는 2개에서 3개정도의 인접한
유럽국가 여행을 가능하게 한다. 수년간 점점 더 많은 해외방문자들이 유럽을 경험하고 있
고, 보다 상세하게 유럽의 구석구석을 다니고 싶어 한다. 이러한 관광객의 새로운 요청에
부응하여 유레일은 다양한 여행패턴10)에 맞는 철도여행 패스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유
레일의 경영이사인 Erik Mollen은 설명하고 있다.

2004년의 유레일 지역패스는 여유있는 여행을 선호하는 관광객들이 하나 또는 두 개정도의

레일의마케팅메니저인Rachel Young은말하고있다.

10)“유레일 그룹에 의해 선언된 유레일 선택패스의 확대”www.btbtravel.com, August 29, 2002.
11)“유레일은 여행 여정의 확대차원에서 2005년에 새로운 국가들, 새로운 선택패스들 그리고 새로운 지역을 더했다”www.
prnewswire.com, October 2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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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레일은흥미있는새로운목적지들11)을체험해볼수있게새로운패스를만들었다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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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여행하기유리하도록도입되었다. 사람들이동유럽쪽에관심을많이가지게됨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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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유레일은 9개의 참여국가들(핀란드, 그리스, 네덜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폴
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을 방문할 수 있는 새로운 시리즈의 내셔널패스를 만들었
고 추후에 새로운 국가들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유레일 네셔널패스는 오늘날 우리 고객들
의 여행방식에 맞추어 만들어졌는데, 점점 더 많은 해외여행자들은 보다 짧은 기간 동안
유럽을 방문하고, 이러한 새로운 패스들이 한 번의 여행12)에 한 국가에서 편안하고 깊게
여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유레일의 경영이사인 Rene de Groot은 말하고 있다.

유레일의 새로운 패스들은 유레일의 마케팅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경향에 맞춰서 만들어
진다. 북미에서의 마케팅연구를 수행하기위해서 Infosurv13)라는 연구기관과 협약을 맺
고 있다. 이 조사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패스들이 여행객들의 요구와 니즈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하기위해 수행된다.
이 조사 결과는 약간의 흥미 있는 점을 지적한다. 이 조사에 의하면 관광객들은 점차적으
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국가를 연중 짧게 여행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초기의 여행객들이 주로 여름 휴가철 동안에 길게 여행을 즐
겼던 것과는 트렌드가 크게 변한 것이다. 유레일 지역패스와 국가패스가 이러한 추세를 반
영하여 새롭게 도입되었다.

4. 가격과 네트워크 분포

TRENDS 5

유레일패스는 유럽에서의 국가적 여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로 큰 할인을 시행한
다. 동일조건의 개별 열차표를 행로별, 여행지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들 패스들을 이
용하는 경우보다 2배에서 6배 이상 비싸다는 것을 고려할 때 무척 싼 가격임을 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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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06년의 새 유레일패스”
, www.eurail.com
13) Infosurv, Inc., Atlanta는 미국에 본거지로 하는 시장연구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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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일은 또한 추가적으로 12달러를 지불하면“유레일 보안패스”
을 제공한다. 이들 패스
들은 여행 중 분실이나 도난을 당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유레일패스 소지자들은 그
들 패스들이 허용하는 어떠한 열차라도 타고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패스들은 좌
석을 확보해 주지는 않는다. 예약을 위해서는 4~11달러의 비용이 추가되며, 또한 일부의
고속열차 여행에도 추가요금이 부과되어 진다.
[표 1] 유레일패스의 가격
순서

패스

여행기간

가격(미달러, 2006년 기준)

15일

605

3달

1,702

1

Eurailpass Adult

2

Eurailpass Youth

3

Eurail Flexipass(Adult)

4

Eurailpass Flexi(Youth)

5

Eurail National Pass

6

Eurail Regional Pass

2달이내에 10일

456*

7

Eurail Selection(3개국)

2달이내에 10일

580*

15일

394

3달

1,108

2달이내에 10일

715

2달이내에 15일

940

2달이내에 10일

465

2달이내에 15일

611

1달이내에 10일

414*

*표는 국가나 여행일수, 패스의 종류(Adult, Youth, Saver)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유레일은 그룹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할인을 해준다. 네 살 이하의 아이들은 무료여행

노인용 철도패스는 1등석만 사용할 수 있으나 비용은 2등석에 조금 더 추가된 금액만 지
불하면 된다.

14) 동반에 의해 할인 받으려는 아이는 동반어른과 같은 표를 사야한다. 예를 들어 만일 동반어른이 노르웨이 네셔널패스를 샀다면 할인
을 받기위해서는 그 아이도 같은 표를 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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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노인들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없고 다만, 프랑스나 발칸 및 스칸디나비아에서 팔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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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허용되며, 어른을 동반14)하는 4~11살까지는 그들 패스요금의 50%를 할인하여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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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일패스는 유레일의 보너스 파트너들에 의해 제공 되는 보너스 시설 즉 민영철도회사
들, 국내, 국제적인 선박회사 그리고 버스여행을 무료나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들 패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할인된 가격에 호텔이나 박물관 또는
자전거대여가 가능하다.

유레일패스는 일부 선박에서도 사용가능하다. 유레일패스 소지자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아일랜드와 프랑스, 스웨덴과 핀란드, 독일과 핀란드 등을 건너는 선박을 이용할 때 무료
나 큰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무료나 할인은 라인강15) 크루즈나 많은 스위스의 호수에서의
보트타기에도 적용된다.

유레일 패스와 유레일티켓은 일반적으로 여행사나 인가된 판매지정업소(ASA)에서 판매
된다. 인가된 판매지정업소와 일반판매업소(GSA)는 고객들의 여행계획에 가장 적합한
패스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다.“일반판매업소는 유럽철도에 대한 친숙한 지식을 바탕
으로 여행자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여행자들이 자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시간과 돈을
16)
고 유레일의 대표인 Simone Beyler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준다”

말하고 있다. 유레일의 패스들을 유럽 내의 주요 도시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
의 20% 이상 비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TRENDS 5

2004년 3월 유레일은 웹사이트인 www.eurail.com을 통해서 구매하는 시스템을 도입했
다. 온라인을 통한 구매 고객에게는 무료배송 뿐만 아니라 매 주문 시마다 유레일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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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라인강은 스위스, 이탈리아, 리인쉬타인,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룩셈브르크, 그리고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의 많은 국가를 관통하
는 강이다.
16) 0
“유럽의 철도여행: 유레일패스대 지점간 열차표”www.smartertravel.com, 2004년 1월 1일
17) 레일키는 Wandrian이라고 불리는 회사에서 만들었다. 이것은 웹기반시스템으로 레일패스의 판매를 세계적으로 넓히기 위해 고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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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일 여행자가이드, 유레일
열차노선도 등을 제공하며, 선
택사항인 FedEx 고속배송 또
한 가능하다. 유레일은 온라인
17)
구매를 돕기 위해“Railkey”

라고 불리는 보안키를 사용한
다. 또한 웹사이트를 통한 구
매 고객들에 대한 판매 후의
질의와 고객들의 불평을 처리
하기위해 고객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
은 전통적인 판매망에 접근하
지 못하는 잠재 고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5. 유레일패스의 판촉 노력
유레일 커뮤니티의 각 회사들

해 그들의 철도노선에 대해 광고를 한다. 유레일패스는 굉장히 폭넓게 크고 작은 여행업
체의 웹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하며, 이러한 광고문구 중의 하나는 다음과 같다.“ 네가 유
18)
매년, 유레일과 지정업체
레일패스를 소지할 때 모든 유럽은 너의 손가락에 달려있다”

TRENDS 5

은 인가된 판매지정업소를 통

18) www.raileur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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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유레일패스와 유레일티켓의 광고로 5~6백만 미국달러를 사용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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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nds 5 아시아레일패스 도입을 위한 유레일패스 소개
Trends 6 도로-철도 교차로 (HRIs)의 ITS, PTC 기술 적용

>

>>

유레일을 이용하는 것은
편안하고, 화려하고, 효
율적인 것으로 광고되며,
광고들은 여행객들이 매
력적인 자연경관과 지역
문화를 자극하는 내용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한
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열차의 비교우위의 내용
을 이용하기도 한다. 대
부분의 공항들이 도시중
심에서 멀리 떨어져서 위
치해 있는 것과 달리, 유럽의 열차역들은 승객들이 호텔, 술집, 식당, 대중교통 등에 접근
하기 편한 대도시 주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유레일은 열차를 이용하는 것은
보통 공항에서 벌어지는 체크인하기 위해 긴 줄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이것이 낭비되는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퍼뜨린다. 또한 열차의 넓은 공간과 고객들이 걷고
싶을 때 열차 내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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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일의 마케팅은 또한 도로여행을 계획하는 여행객들을 끌어들이려 노력을 한다. 광고
들은 교통 혼잡, 비싼 유류비, 도심주차문제 등을 피해 열차를 이용할 것을 제시한다. 유레
일은 심지어 유레일 드라이브패스를 제공한다. 이것은 열차여행객들이 열차로 여행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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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유레일 드라이브패스는 4일 동안 유럽 18개국의 철도여행을 가능하게 했고 그리고 두 달 이내에 2일 동안 차량을 무료로 대여 가능
하도록 했다. Eurail drive select pass는 고객들에게 2달 이내에 고객들에게 3일 동안 열차여행을 가능하게 했고 하루는 무제한 차
량을 Avis나 Hertz로부터 임대하여 무제한 사용가능하게 했다.
20) 유럽환경위원회에 따르면 매일 유럽의 도로에서 110명의 사람들이 죽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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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목적지에서 차를 렌탈19)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도로에 의해서는 접근하기
힘든 산이나 벌판 숲속을 포함한 유럽의 구석구석을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
운다. 그리고 혼잡한 유럽에서의 높은 교통사고율20)을 고려하더라도 도로여행에 비해 철
도여행이 안전하다고 강조한다.

열차에 의한 유럽여행에 대해 쓴 수많은 책들 또한 열차여행이나 유레일패스를 돕고 있
다. 이들 중 일부가 유레일 가이드(Kathryn S. Turpin 과 Marvin L. Saltzman 공저),
the Europe by Eurail (LaVerne Ferguson-Kosinski 저), Independent Travellers:
Europe by Rail 등이 있다.
2005년에는 북미 유레일 판매실적이 총 199,885매로 2004년에 비해 22.8% 증가세를 보
였다. 반면 아시아에서는 91,792매가 판매되어 20.8% 증가했고, 오세아니아에서는
33,784매를 판매하여 56.4% 증가를 기록했다. 이들 성장은 미국경제의 하락기조와 환율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3,4,5개 국가 선택에 의해 무제한 열차여행을 허용하는 유레일 선택패스는 2005년도에
가장 인기 있었다. 월 단위 분석은 그 전해의 추세와 비슷하게 2005년 5월부터 7월 사이
에 유레일 여행자들의 유럽여행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회원국도 26국으로 두 배 늘었다. 그리고 초기 5000매의 유레일패스를 판매한 이래,
2003년에는 양적으로 18배가 확대된 9만장을 팔았다. 이러한 양적, 질적인 확대는 시행
착오를 겪으면서 꾸준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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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일패스는 1959년 13개국의 느슨한 조직으로 시작하여 2001년 법적인 조직이 되었고

열차 사용가능한 카드를 만들겠다는 발표이다. 이러한 열차요금에 대한 부분을 뛰어넘어
아시아레일패스의 제도적 도입이 요청되고 있어, 유레일패스의 벤치마킹을 통한 한국에
서 만든 제도가 범아시아의 철길을 묶는 핵심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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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발표한 열차선납카드는 일반은행 카드사와 제휴를 맺어 아시아 주요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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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반 이후, U.S.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RA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에서는 U.S. DOT, RITA(Research and Innovative Technology
Administration)의 John A. Volpe National Transportation Systems Center에서 수
행하는 연구를 지원해왔다. 본 연구는 PTC(Positive Train Control) 기술과 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기술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데, 즉, 도로-철도 교차
로 (HRIs, Highway-Rail Intersections)의 안전을 위해 설치될 수 있는 표준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HRIs의 안전과 효율성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가장 우선의 목표는
Demonstration Projects를 통한 ITS기술의 경제적인 안전을 검증하는 것이다.
PTC가 설치될 구간의 HRIs에 ITS기술을 이용한 시스템을 평가함으로써 기존의 인프라
구조를 사용함에 있어 유지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림 1>은 전형적인 PTC기술 시스
템의 일례를 보인다.

GPS

Data
Link

Location
Reports

Position
Reference

Authorities

ComputerAided
Dispatching
<그림 1> PTC 시스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범위를 포함한다. (1) 차량 접근을 알리는 경보시스템의 평가
(VPAS, Vehicle Proximity Alerting Systems) (2) 철도차량을 위한 ITS기술 적용 (3)
IEEE연구원에 의해 도로-철도 교차로에 적용된 철도 서브시스템과 고속도로 서브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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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간의 인터페이스 표준 (<그림 2>에 보인 IEEE Std 1570-2002)과 같은 인프라구조 커
뮤니케이션 관련 표준 개발에의 참여 (4)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설문조사 그리고 관련
프로젝트와 성공적인 기술의 검토.
1995년에서 1996년 사이에 수행되었던 VPAS (<그림 3> 참조) 시험은 HRIs으로 주행 중
인 열차로 부터 우선차량 (긴급 차량, 학교 버스, 위험물 취급 차량, 대형트럭)에 경보를
제공하기 위한 Prototype System의 성능을 평가하도록 설계되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VPAS 개념의 유용성은 입증되었지만 시스템에 보다 진보된 성능이 요구되었다.
ITS기술의 검토를 통해, Volpe Center는 몇몇의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인 안전성을 제공
하고 있음을 검토하였다. 예를 틀어 CMS (Changeable Message Signs)가 운전자에게
수많은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만큼 경제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기술임이 입증되었으
며, 다른 성공적인 기술로는 비디오 감지-모니터링이외에 DSRC (Dedicated Shortrange Communication), GPS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atellite) 시스템을 들
수 있다.
Railroad Ssystem

Roadway System

Track
Circuits
HRI
Interace

Traffic
Signals

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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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hicle
Systems
Radio Link

Railroad Operation Terminator

Traffic Management System

<그림 2> IEEE Std 1570-2002 HRI 인터페이스

<그림 3> 3 포인트 VPAS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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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FRA), Research Results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Positive Train Control at Highway-Rail Intersections (RR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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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하면 지구 반 바퀴,
시베리아 횡단철도 (Trans-Siberian Railroad)
러시아 서(西) 시베리아 지방의 첼랴빈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그 길이만도 장장
10,000km에 달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기네스북에 기록된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로 지금
이 순간에도 대륙을 가로지르며 그 힘찬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10,000km나 되는 그 길이는 왕복하면 지구 반 바퀴(지구 둘레는 40,000km)
를 돌 수 있을 정도로 긴 철도이다.
19세기,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더 3세에 의해 건설되기 시작한 이 철도는 1887년에 조사를 시작하여
1891년부터 다음해에 걸쳐 착공하였으며 1897년에 부분적으로 첼랴빈스크~이르쿠츠쿠 노선이 개통되
었다. 러·일 전쟁 후 하바롭스크를 경유하여 국내만을 통과하는 본래의 시베리아 철도 전간이 개통되
었는데 이것이 바로 1916년의 일이다. 이후 1937년, 전 구간의 복선화가 완성되었고 현재는 거의 전선
이 전화(電化)되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동서 2개의 총 관리국과 그 밑에 10개의 관리국을 두어 관리하고 있는데 모스크
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는 약 10,000km를 운행하는 열차가 세계에서 가장 긴 직통열차로 유명
하다. 모스크바, 예카테린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 크라스노야르스크, 이르쿠츠크, 하바로프스크를 거
쳐 블라디보스토크에 까지 이르는 이 철도는 장장 8개의 시간대를 통과하며 대륙을 횡단한다.

대륙철도 연결 노선도

러 시 아

한반도-대륙철도 연결가능 노선도

중 국

북 한

중 국
TSR(블라디보스토크~울란우데~모스크바)
TCR(연운~아라산쿠~예카테린부르크서 TSR과 연결)
TMR(도문~하얼빈~카림스카야서 TSR과 연결)
TMGR(텐진~울란바토르~울란우데서 TSR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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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뚱뚱하고, 짧은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런 꿀벌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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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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